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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요약

◦이 연구는 서울시의 도시 공간 해석을 해 도시의 물리 이고 소비 인 

특성과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도시 씬

(urban scene)’이라는 새로운 기 을 제시하고, 이 기 에 근거하여 서울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유형화한 것임. 즉, 도시 씬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를 

거주자, 사업자, 객이 만들어 가는 각종 문화  어메니티(Amenity)로 

해석하는 공간해석의 신개념을 제시한 것임. 이러한 은 도시를 거주

와 생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생산 공간뿐 아니라 

소비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

◦이 연구에서는 도시 씬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5개 차원( 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로벌) 지도를 작성하 음. 

－ 통주의 씬은 강북지역에서 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화려함, 보헤미

안, 로벌 씬은 강남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로벌 씬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음.

－에스닉 씬은 용산구에 집 으로 분포하고 있음.

서울의 씬지도：

Traditional Scenes

서울의 씬지도：

Glamour Scenes

서울의 씬지도：

Bohemian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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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씬지도：

Ethnic Scenes

서울의 씬지도：

Global Scenes 

씬별 최상위층 동：

Traditional scenes

씬별 최상위층 동：

Glamour scenes

씬별 최상위층 동：

Bohemian scenes

씬별 최상위층 동：Ethnic scenes 씬별 최상위층 동：Global scenes

◦이러한 공간 , 소비  특성의 유형화와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도시공간이 가진 다면 이고 풍부한 특성이 

잘 드러남. 이 연구에서는 씬자료와 서울서베이를 연결하여 서울 시민의 

특성을 새로운 축으로 볼 수 있었음.

－에스닉 씬의 문화환경만족도는 5.34 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이는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에스닉 문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국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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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닉 문화환경에 노출된 동 거주민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남.

－에스닉 씬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문화환경만족도와도 

한 계가 있을 것임. 즉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기, 통신, 교통, 녹

지 등),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 등),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

설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과 같은 것들에서 에스닉 문화와 

거주자들 간의 불 화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다문화 지향성은 상했던 것과 달리 에스닉 씬 지역의 수가 4.57

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다문화에 한 경험이 

부정 인 향을 미친 것에서 비롯됨. 따라서 에스닉 씬은 다문화 정책

의 문제 을 개선하여 부정 인 인식을 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 통주의 씬 주민들의 요한 사회 자본은 통 인 네트워크인 반면 

화려함, 보헤미안, 로벌 씬의 사회 자본은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있음.

◦이 연구는 에스닉 씬의 심층조사를 통하여 에스닉 씬의 내부 분화를 분석

하 고 이것은 재 진행 인 로벌 빌리지 사업이 주민, 사업자, 

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 을 제공함. 

－ 림동(가리 동)은 복합  지역 씬의 특성을 반 해서 특구로의 

발달을 바라는 반면, 이 동은 일본풍이 유지된 조용한 주거지가 되기

를 바라고 있음.

◦이 연구는 한 서울시 9  생활권의 분류에 따라 도시 씬 자료를 재해

석하고 생활권별 특성을 악하 음.

－ 통주의 씬은 동북1 생활권과 동북2 생활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강남구와 서 구가 치하고 있는 동남1 생활권은 통주의 씬이 가장 

낮게 나타남.

－동북2 생활권은 재래시장이 다수 치하고 있어 통주의 수를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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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음. 형할인 의 증가로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역은 재래시장 련 사업을 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화려함 씬은 도심권과 동남1 생활권, 서북생활권에서 주로 나타나고 서

남2 생활권에서는 여의도만이 뚜렷하게 화려함 씬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에 동북2 생활권, 서남1 생활권, 서남3 생활권에서는 화려함 씬이 

낮게 나타남.

－화려함 씬과 비슷하게 보헤미안 씬도 도심권, 동남1 생활권, 서북생활

권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나, 화려함 씬과는 다르게 서남2 생활권에서 여

의도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보헤미안 씬이 나타남.

－동북1 생활권과 서남1 생활권이 가장 낮은 보헤미안 씬을 보여주고 있

음. 이는 이곳이 거주 심의 베드타운(Bed town)이기 때문에 보헤미안 

씬과 화려함 씬이 낮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됨.

－에스닉 씬이 가장 강하게 보이고 있는 곳은 도심권과 동남1 생활권임. 

도심권에는 외국 사 , 외국 음식 이 다수 치하고 있고 동남1 생활

권은 비즈니스 업무지구로 외국기업의 본사가 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서남1 생활권과 서남 3 생활권에서 에스닉 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동남1 생활권과 도심권, 서남2 생활권, 서북생활권에서 로벌 씬이 가

장 강하게 나타남.

－도심권, 서남2 생활권, 여의도로 구성되는 표 인 비즈니스 지역에서 

상암동, 구로동, 공항동이 치하고 있는 서북권, 서남2 생활권으로 

로벌 씬이 확장되고 있음.

◦이 연구는 서울시를 LA, NY 등 미국의 도시와 비교하여 서울시의 씬  

특성을 악하 음.

－서울시는 미국의 도시에 비해 통성이 강한 반면 화려함  과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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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에서는 미국의 도시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임.

－격식성  근린성의 역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건의

◦서울의 공간  특성을 특정 공간이 갖고 있는 물리  특성뿐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성까지 함께 고려한 서울의 씬 지도는 서울 공간도

시 마 에 활용할 가치가 큼. 재 서울의 장소마 은 이미 특화된 

장소특성만을 고려할 뿐, 시간에 따른 동 인 모습을 반 하는데는 일정

한 한계를 보임. 반면 씬 지도는 서울시의 사업체 자료와 E-Yellow Page 

등 세세분류를 바탕으로 한 객  자료에 근거해 유형화하 다는 에

서 도시마  정책 입안을 한 유의미성이 높음. 특히 씬 자료가 제기

하고 있는 보헤미안 씬과 래머 씬 등은 서울시 마 의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음.

◦지역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여러 과정에서 행정기 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사업은 주민 참여의 결여라는 한계가 있음. 향후 거주자, 사

업자, 방문객에 한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씬의 정책화를 

통해 지역 심 (community-centered)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도시 씬 자료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즉, 

서울의 각 지역  씬을 고려하여 이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테마와 연결

한다면 사업의 특이성과 실성,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즉 한강이 갖는 장소  특성인 심성을 유지하되 각 지역의 도시 씬  

특성이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면 한강 공간의 장소  정체성이 풍부해

질 수 있음.

◦도시 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특성화 사업을 유도하고 조정하여

야 함. 를 들어 로벌 씬이 강하게 나타난 강남과 종로는 세계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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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심으로 특성화하고, 구나 홍 입구는 객이

나 거주민이 보헤미안 인 느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여야 함.

◦디자인서울의 콘텐츠와 련하여 도시 씬을 사용할 수 있음. 를 들어 

강남과 같은 로벌 씬 지역에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 로벌 씬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홍 지역은 보헤미안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특

성과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을 제시해 

 수 있음.

◦서울 시민의 정치  지향성도 기존의 계층  기  는 보수-진보의 기

에서 벗어나 ‘문화소비’ 지향의 정치문화에 한 악이 필요함. 씬 자료

는 도시주민의 다양한 정치문화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주민

의 수요에 기 한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로벌 빌리지 사업 한 주민, 사업자, 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 연구의 에스닉 씬 분석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에스닉 씬이 서로 다른 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를 

들어 림동(가리 동)은 특구로의 발달을 바라는 반면, 동부이 동

은 일본풍이 유지된 조용한 주거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향후 로벌 

빌리지 사업은 각 에스닉 씬의 특징에 맞게 사업자, 거주자, 객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이 연구의 서울, LA, Chicago, New York 비교는 씬 로젝트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향후 미국, 유럽, 일본, 국의 도시 씬 학자들과 공동연

구를 통해 서울시의 모습이 국제 인 에 계속 으로 실린다면 서울

시의 상을 간 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기존의 도시비교가 

도시를 경쟁력과 같은 하나의 축으로 비교하여 서열화하 다면, 도시 씬 

로젝트의 도시 비교는 각 도시의 특징들을 강조한다는 에서 도시 간 

력의 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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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시의 도시 씬  특징을 국제 기 의 15개 sub-dimension으로 확

하여 보다 종합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럴 경우 서울시의 각 거

주민의 특성, 선호도, 취향을 더욱 세부 으로 악할 수 있으며 문화 어

메니티 측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가 더욱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서울’을 

기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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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의 공간은 최근 그 특성이 계속 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 

한 이해는 향후 정책  입안에 필수 인 요인임.

◦ 재 서울시의 공간을 9  생활권으로 나 는 기 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

나, 이러한 기 에 더하여 새로운 기 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도시를 거주와 생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서 소

비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함.

◦이를 한 도구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도시 씬(urban 

scene)’ 개념인데, 이것은 도시를 거주자, 사업자, 객이 만들어 가는 

각종 문화  어메니티로 해석하는 신개념임.

◦도시 씬의 개념으로 서울시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다면 서울시 공간 해

석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 최근 도시 마 이 요한 도시발달의 수단이 된다는 에서 도시 

씬 연구는 서울시 도시 마 을 한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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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씬 분석은 서울시민의 특성을 악하여 정책입안의 자료로 활용하기 

한 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특히 도시 씬 연구는 재 미국, 캐나다, 랑스, 스페인, 일본, 국 학자

들이 공동 연구하는 주제이며, 서울시의 도시 씬 연구는 서울시를 각 나

라의 도시들과 비교하여 서울시의 고유한 특징을 악할 수 있는 요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최근 도시연구에서 신개념으로 떠오르는 도시 씬을 서울에 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임. 이를 하여 서울시에 맞는 도시 씬의 개념을 확

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 씬 지도를 작성할 것임.

◦서울의 도시 씬 지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도시 씬의 구체  차

원(dimension)에서 분석할 것임. 이 연구에서는 구체  dimension으로 

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그리고 로벌 차원을 설정하 음.

◦dimension별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서울 서베이 자료

를 활용하여 구체 으로 분석함.

◦서울시의 9  생활권별 도시 씬 특성을 악하여 서울시의 공간 해석에 

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서울시와 LA, Chicago, New York시를 도시 씬의 구체  dimension별로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도시 씬의 특징을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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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제1절 도시 ‘어메니티(Amenity)’의 개념

◦19세기 국 산업 명 이후 악화된 도시환경의 질, 특히 산업도시의 공

생  보건,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해 도입된 어메니티(amenity)

의 개념은 그 이후 도시계획, 건축, 환경 리, 조경, 주거, 가정 리, 보건, 

도시행정 등의 분야에서 리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음.

◦일반 으로 어메니티는 공공행정분야에서 환경의 질,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상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주로 열악한 

정주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 을 제고시키려는 정책담

당자 혹은 계획가의 수사로 자주 사용됨.

◦이는 무엇보다 어메니티가 인간과 주변 환경의 교감을 통해서 얻는 쾌

함, 유쾌함, 매력성, 즐거움, 아름다움 등 인간의 정 인 감흥과 연계되

면서 감성 으로 미래지향 인 상태를 지칭하기 때문임.

◦이 개념의 시 인 발 과정을 정리하면, 산업 명기 이 에는 기후  

자연풍토의 쾌 함, 마음에 듦 등을 의미하다가 그 이후에는 공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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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깨끗함을 지칭하게 되고 곧이어 정주환경의 보기좋음, 아늑함 등이나 

시설  설비의 편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 됨. 그러다 20세기 

후반 지속가능한 발 이  세계  심사가 된 이후에는 자연생태계  

지역사회의 건강성, 활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도시 발 과 련한 어메니티 이론은 어메니티가 개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 문가 집단을 비롯한 창조  계 의 유입을 가져

와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함.

◦여기서 어메니티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

는데, 어메니티 요소  박물 이나 스타벅스 는 고  스토랑을 어떻

게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 지역발 의 이론이 달라짐.

◦지역발 에서 어메니티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사 재(private good)로 분류함.

－왜냐하면 이들은 배제가 가능하며 사용자부담 이 부과되기 때문임. 일

부 통  이론가들은 스타벅스나 스토랑의 어메니티 요소를 간과함. 

이들에 따르면 스타벅스나 스토랑은 단순히 순수한 사 재인 커피 

는 음식을 개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행 주체임.

－그러나 주거지와 일터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스타벅스와 스토

랑은 단순한 커피 는 음식 소비처가 아님. 스타벅스나 랜드 있는 

스토랑의 입지는 지역의 장소  맥락을 재규정해주며 이는 심지어 

스타벅스나 스토랑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용됨.

－이러한 어메니티 요소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를 것이며 

이들의  효과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지선택결정에 향을 미쳐 

결과 으로 인구증가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 통 인 경제  결정주의”

를 뒤엎는 것임. 경제  결정주의에 따르면 개인이나 도시가 더욱 부유해

지면 그들은 더욱더 사치품을 소비하게 되므로( 를 들면 스타벅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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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고  스토랑에서의 외식) 사치품을 공 하는 주체가 번창하게 된

다는 것임. 이러한 통  시각에 따르면 상류층이 스타벅스나 스토랑

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임.

◦즉 어메니티 근은 고  경제를 심으로 하며, 통  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가 풍부한 지역이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

어들임.

◦인  자본이론에 따르면 재능있는 사람들이 신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함. 그러나 어메니티 이론에 의하면 어메니티가 특별히 재능있고 신

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들은 특성상 유동성이 더 높은 사람들임.

◦따라서 인  자본이론은 인  자본이 어디에, 그리고 왜 입지하는가에 

한 설명력이 부족함. 이러한 주장은 정책  시사 이 큼. 즉 많은 지방정

부는 재정곤궁을 겪으면서도 보조 을 삭감하고 시장 심  리를 지

향하 음. 이들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세기반을 확충하기 하여 노력하

음. 이들이 사용한 략은 기업에 한 보조  지 , 토지 합병 허가 등 

조세를 유인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부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통 인 기업 지향  유인 략은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많은 국가에서 의 세계화에 따라 청정 휴가지역(남미 국가들), 문화역

사지역( 국 등) 등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음. 이제 은 일부 국가에

서는 가장 큰 산업이 되었음. 시카고의 경우 문화와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큰 산업이 되었으며 뉴욕의 경우 융 다음으로 큰 산업임. 통  인구

이동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은 후에 이주를 함.

◦그러나 어메니티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 결정을 일자리 

선택 이나 동시에 한다는 것임. 이제는 농 지역으로부터 도시로의 구

직 이주가 더는 주된 이주 유형이 아니고(비록 아직은 소득 직업의 경

우 여 히 존재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를 생각하고 일단 이주하고 난 후 

일자리를 찾는 새로운 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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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환경단체인 AＭＲ(Amenity Meeting Room)의 회장 사카이 겐

이치(酒井憲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어메니티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생명․안  어메니티：안 의 근본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생명․

안 ’ 어메니티라고 할 수 있음. 이는 공해방지의 기본이며 재해 방도 

이 범주에 속함. 일본의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고베 지진은 생

명․안  어메니티 도시만들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상이

라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형참사를 볼 

때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생명․안  어메니티임. 이는 생, 의료, 

간호, 보건, 복지 등의 제도 운 과 사람들 마음의 건강까지를 포함하

며,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식이나 자연보호 평화 공생의 의식과도 연결

됨. 안 은 인 라(infrastructure), 즉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방재 책, 

노동안 에서부터 지역도로, 주택구조, 거실의 사물배치까지를 포함함. 

공해방지와 어메니티 사이엔 아무런 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만 공해방지와 어메니티는 같은 맥락에 있음. ‘어메니티가 상당히 훼손

된 상태’가 바로 ‘공해’이기 때문임.

－자연 어메니티：인류의 쾌 함의 근원은 자연이므로 물과 녹음  땅

과 기, 그리고 생물을 지키는 어메니티임. 생명 어메니티와 복되지

만 특히 동식물이나 자연풍토를 지키는 어메니티를 가르킴. 강․하천 

살리기, 산림보호, 바다살리기 등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공원

조성 등 인공 인 자연환경도 포함함. 풍토(성) 어메니티라고도 할 수 

있음.

－역사․문화 어메니티：오래된 지역을 포함한 역사  환경이나 문화재

의 보존․창출, 미술 , 박물 , 도서 , 뮤직홀, 컨벤션 홀, 문화센터, 

정보미디어, 람회장, 이벤트회장, 가로, 번화가, 고건축 민가, 학교, 교

육, 스포츠 등 쾌 한 문화시설이나 문화  분 기와 련된 어메니티

임. 특히 역사는 민족의 쾌 함의 근원이므로 요함. 환경 어메니티로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11

부터 문화 어메니티로 확 되는 것이 에 띄며, 느낌이 좋은 사람, 매

, 품격있는 문장이나 술과 그 즐거움 등도 여기에 속함.

－미  어메니티：도시디자인이나 패션 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녹음이

나 물, 그리고 손으로 만든 하이터치의 아름다움이 요망됨. 시각 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용함, 라이버시, 마음씨 고운 것도 여기에 포

함될 수 있음. 미  어메니티는  랑스가 ‘아름다움과 질로 되돌

아가는 시 ’라고 외치고 있는 데서 상징 으로 나타나 있음. 하이테크

시 인 에서는 자연 인 미  쾌 성뿐만 아니라 인공 인 미  

쾌 성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됨.

－편리 어메니티：편리함이란 생활을 쾌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자

원  에 지의 낭비를 래할 험이 높음. 나 할 것 없이 자동차로 

배기가스를 내품어 고 휴 폰의 편리성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행

복이란 것이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 편리함에 빠져  편

리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오히려 인간소외를 등한시하는 을 경

계해야 함.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미디어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것임. 기술의 反어메니티 인 개발을 억제하면서 反어메니티를 억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방안을 강구할 ‘테크노 어메니티’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음.

－개성․종합 어메니티：하나의 사물에 어메니티 요소가 있어 어메니티

이라고 해도 주 와의 조화나 체로서의 정합성이 없으면 어메니티

라고 볼 수 없다는 홀포드(Holford)의 정의처럼 개성과 종합을 합친 개

념임. 그러나 ‘개성 어메니티’와 ‘종합 어메니티’로 나눠 사용하는 경우

도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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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경제성장의 전통적 모형

Ⅱ. 인적 자본 모형

Ⅲ. 어메니티 모형

고전적 생산요소 :

토지, 노동, 자본, 관리
경제성장

인구증가

(일자리에 의한)

인적 자본

도시 어메니티

+ +

+

+

<그림 2-1> 어메니티에 따른 도시성장

제2절 도시 ‘씬(Scene)’의 개념

◦도시 씬을 어의 으로 정의하자면 도시 내의 특정 공간에서 집 으로 

보이는 경이라 할 수 있음. 이 집 인 경은 독특한 문화  표 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이 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을 

하여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객과 소비자들임.

◦ 요한 것은 객과 소비자가 특정 도시 씬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

산자인 것처럼, 도시주민과 사업자들도 도시 씬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된다는 임.

－ 를 들어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뉴욕의 미트패킹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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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씬’을 만들어 내는 사업자, 그 씬이 좋아 그곳으로 이사 온 주민

들, 그리고 그 씬을 보고 찾아온 객들은 모두 지역 힙합 씬의 생산

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을 도시사회학  개념으로 다시 말하자면 도시 씬은 “도시 내의 문화 

어메니티 구성과 소비를 하여 형성된 특정 공간의 문화 어메니티 클러

스터”라고 할 수 있음(Sliver, Clark, and Yanez, 2010).

◦즉, 문화  정체성을 가진 주민, 사업자, 문화소비자가 만들어 내는 그 지

역의 특징  문화 어메니티이자 행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서는 

거주자, 사업자, 그리고 객의 연령, 직업, 경제력, 성별, 문화  특징

뿐 아니라 그들의 가치 도 씬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한 주변 환경은 자연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인공 으로 건설되고 유

지되는 주변 환경을 모두 포함함. 한, 각종 행사는 도시 씬의 특징을 

보여주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소 트웨어의 역할을 함.

◦도시 사회학에서 ‘씬’의 개념이 종합 으로 다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임

(Blum, 2003; Clark, 2007). 하지만 씬의 개념은 통 으로 요한 사회

학  개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미국 사회학자 고 만(Goffman)은 그의 고 인 책에서 사람들이 자신

의 일상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일탈  씬을 설명하고 있고 그

러한 씬들이 한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Goffman, 1967 

：210). 한 그의 유명한 개념인 연기(performance)는 일상생활에서 무

면(front)의 물리  배경(setting)과 외양(appearance)이라는 씬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

◦도시사회학에서 설명하는 도시 씬은 이러한 고 만의 일상생활에서의 연

기 상황을 도시 내의 특정 근린지역에서의 연기상황에 용한 것이라고

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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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시 씬의 가장 요한 요소로 연극성(theatricality)을 들 수 있

는데, 이것은 씬이 바로 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보이기를 원하는

(seeing and being seen)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특정 경이기 때문임.

◦라반(Raban, 1988：27)이 주장하고 있듯이 “도시의 삶에서 연극  요소는 

본연 인 것임. 왜냐하면 조명이 켜진 무 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도시 내의 공공장소는 주민들의 연극성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임.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의 특징 

있는 장소, 를 들어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에 가면 그 거리의 사람

들과 다른 거리의 사람들을 비교하고자 열심히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곳에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연기하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클라크(Clark, 2007, 2010)는 이러한 도시 씬을 의 도시를 설명하는 

종합 인 개념으로 정립하 음. 그는 도시 씬의 세 가지 요소를 정당성

(legitimacy), 연극성(theatricality), 진실성(authenticity)으로 정의하고 각각

의 요소는 사회 내의 도덕, 인식론, 존재론  요소와 련되어 있다고 설

명함.

－즉, 정당성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문화  소비를 할 경우 무슨 도

덕  가치로 그 장소에서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느냐는 문제와 련이 

있고, 연극성은 사람들이 보고 보이는 인식론  상황에 한 다양한 형

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임. 

－마지막으로 진실성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련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이 특정한 씬을 선호하는 존재론  근거와 련된 것임. 

◦클라크와 동료들(Clark, 2007：18-20; Silver et al., 2010)은 도시 내의 각

종 씬들을 의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고자 함. 이

를 하여 도시 씬의 세 요소를 다시 5개의 하 요소로 나 고 이러한 하

요소들이 도시 씬의 특징을 나타내는 조합을 구성한다고 설명함.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15

－먼  정당성에는 통주의(traditional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평등

주의(egalitarianism), 자기표 (self-expression), 카리스마(charisma)의 다

섯 개의 하  요소가 있음.

－도시 내의 특정 씬들은 이러한 하 요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표 하고 있음.

－ 를 들어 서울시의 북 은 통주의 정당성을 보이는 씬이라 할 수 있

고, 규모 아웃렛(복합상가)이 집한 거리는 공리주의 정당성을 보이

는 씬이라 할 수 있음.

－연극성 한 5개의 하  요소로 나 어지는데, 근린성(neighborliness), 격

식성(formal), 과시성(exhibitionism), 화려함(glamour), 일탈성(transgres-

sion)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안 하고 가족 심의 가게가 많은 거리는 근

린성의 연극성이 많은 씬인 반면, 홍  앞의 클럽거리는 화려함과 일탈

성의 연극성이 많은 씬이라 할 수 있음.

－진실성도 다섯 개의 하  요소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지역주의(local), 에

스닉(ethnic), 국가주의(state), 기업주의(corporate), 합리성(rational)이 그

것임. 를 들어 서울 서 동 서래마을의 랑스 음식  거리나 림동

의 국음식  거리는 에스닉 진실성이 높은 씬인 반면, 용산의 쟁기

념 이나 국립박물 은 국가주의 진실성이 높은 씬이라 할 수 있음.

◦클라크와 동료들이 제시하는 종합 인 씬의 개념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요소 문화소비의 목적 하위요소 문화소비 행위의 예 관련 어메니티 예

정당성
옳은 가치의 

실현

전통주의
북촌 관광, 국악 공연의 

관람

역사적 장소, 골동품 가게, 박물관, 

전통예술 공연장

공리주의 아웃렛에서의 쇼핑
패스트푸드 음식점, 아웃렛, 편의

점, 각종 기술 학원

평등주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촛불시위에 참여함

인권단체, 공공도서관, 환경운동단

체, 장애인 복지시설, 종교단체

<표 2-1> 도시 씬의 요소와 관련된 문화소비 행위 및 어메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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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문화소비의 목적 하위요소 문화소비 행위의 예 관련 어메니티 예

정당성
옳은 가치의 

실현

자기표현
재즈바에서 즉흥적으로 

트럼펫을 연주함. 

패션쇼, 요가스튜디오, 코메디클럽, 

뮤직페스티벌, 노래방

카리스마

한류스타들이 출현해서 

유명해진 카페에서 커

피를 마심.

유명디자이너 매장, 스타들이 운영

하는 식당, 역사적 위인과 관련된 장

소

연극성
보고 보이는 것, 

공통적 자기표현

근린성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에 참여함.

지역 봉사단체, 초등학교, 중고등학

교, 입시학원, 공원, 제과점 

격식성
정장을 하고 오페라를 

관람함.

오페라 극장, 고급음식점, 사교클럽, 

골프 코스와 컨트리클럽

과시성
동해안 해변가에서 배 

근육(식스팩)을 자랑함.

나이트클럽, 패션쇼, 갤러리, 헬스클

럽, 뷰티살롱

화려함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

카펫에 등장하는 스타

들을 바라봄.

영화제, 디자이너 패션쇼, 연에기획

사, 보석상, 카지노

일탈성
성인전문클럽에서 스킨 

피어싱 공연을 관람함. 

문신가게, 성인전문 매장, 성인나이

트클럽, 가죽옷 가게, 도박장

진실성
정체성의 확인, 

자기실현

지역주의
전주에서 전주비빔밥과 

한정식을 먹음. 

지역특산물점, 지역의 역사적 장소, 

공원, 지역박물관

에스닉
서래마을에서 프랑스 

요리로 식사함.

각종 에스닉 식당, 외국어학원, 요가

학원, 라틴댄스학원

국가주의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을 

참관함.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정당, 관공

서, 대사관

기업성
단체로 삼성전자 공장

을 견학함.

백화점, 마케팅회사, 컨설팅 서비스 

회사, 증권회사, 모터쇼

합리성

지구온난화의 결과에 

대한 이성적 추론을 바

탕으로 환경운동에 참

여함.

대학교, 리서치 센터, 서점, 진보성향

의 교회, 

출처：이 표의 내용은 클라크(Clark 2007：20)와 실버 외(Silver, Clark, and Yanez, 2010)의 자료를 참고

하여 우리 사회에 맞게 작성하였음.

<표 계속> 도시 씬의 요소와 관련된 문화소비 행위 및 어메니티

◦도시 씬의 개념을 더 구체 으로 악하기 하여 표 인 도시 씬들의 

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음. 아래에 제시된 들은 재 도시 

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반 으로 연구하고 있는 형 인 도시 씬이

기도 함(Cl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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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 씬：이 씬은 문자 그 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임.

－이들은 주로 일반 으로 볼 수 없는 충격  경을 연출하기도 하고 때

로는 일탈  상황을 연출함.  술작품들이 시되고 공연되고 

카페나 클럽도 이와 비슷한 문화  취향을 보임. 서울의 경우에는 홍  

앞이나 신 , 학로 등이 보헤미안 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한다면 보헤미안 씬은 자기표  정당성이 높

고, 과시성  일탈성의 연극성이 높으며, 지역주의나 에스닉 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갤러리 씬：이 씬은 고  성향의 갤러리를 심으로 이와 련된 카페나 

클럽이 모이는 장소라 할 수 있음. 

－뉴욕의 소호나 첼시 거리는 형 인 갤러리 씬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

의 경우에는 인사동과 삼청동이 여기에 해당함.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하자면, 갤러리 씬은 자기표  정당성이 높고, 과시성의 연극성이 

높으며, 기업주의 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디즈니 씬：이 씬은 깨끗하고 안 한 주택가와 가족 심 스토랑 등으

로 이루어진 지역임.

－카페나 클럽이 없이 학생이나 아이들에게 안 한 상 을 심으로 이

루어져 있음. 서울의 경우 목동이나 강남의 아 트 이 여기에 해당하

고 분당이나 일산의 주택가들도 여기에 해당함.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하면, 디즈니 씬은 공리주의 정당성과 근린성

의 연극성이 높으며, 국가나 기업 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국 (exotic) 씬：이 씬은 이국  문화로 구성된 지역임.

－외국인 식당, 외국인 술, 외국인 책방, 외국인들이 이 씬의 주된 경

임. 서울의 경우에는 이태원의 이슬람 거리나 이 동의 일본인 마을, 

서 동의 서래 마을, 림동의 국인 거리 등이 여기에 해당함.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하자면, 이국  씬은 자기표  정당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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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성  화려함의 연극성이 높으며, 에스닉 진실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술지역 씬：이 씬은 보헤미안  갤러리 씬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탈성이 없고  술을 주로 표 한다는 에서 다름.

－이 지역은 술가들의 작품이 거리를 장식하고 각종 술 페스티벌로 

객들이 주로 찾는 곳임.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서울 문래동이 여

기에 해당함.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하면, 술지역 씬은 자기표  정당성이 높

고, 과시성  화려함의 연극성이 높으며, 지역주의 진실성이 높은 지

역이라 할 수 있음.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씬：이 씬은 로벌 사회를 표하는 씬이라 

할 수 있음. 다양한 국 의 외국인들이 공존하면서 로벌 기 에 의해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임.

－다국  기업 직원들이 퓨  스토랑에서 심을 먹고 스타벅스 커피

를 마시면서 어로 자연스럽게 화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임. 

서울의 이태원 일  는 강남 테헤란로 거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클라크의 하 요소로 설명하면, 공리주의 정당성과 형식성의 연극성이 

높고, 기업주의 진실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음.

◦도시 씬 연구자들은 도시가 씬을 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도시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함. 클라크는 직 으로 도시 씬이 도

시 발달을 가져온다고 강조하면서 도시 내에 과시성과 화려함이 높을수

록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주장함(Clark, 2010：235-238).

◦큐리드는 도시 씬을 “다양하고 풍부한 어메니티의 열린 공간”으로 정의하

면서 도시 씬의 문화 , 사회  요소들은 도시 내에 경제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결 이라고 설명함(Curid, 200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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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호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도시에서의 어

메니티 요성을 분석하 음. 특히 문가 집단, 교육수 이 높은 집단,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어메니티 요소를 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한 

 도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도시의 문화  씬이 도시 의 증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음(장원호, 2009：69).

제3절 도시 씬과 도시발달

◦도시 씬이란 도시를 거주나 사업의 장소보다도 소비의 장소, 특히 문화소

비의 장소로 보는 시각임. 도시 씬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주민과 

객들이 많을수록 더욱 강력한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도시를 문화소비의 장소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한 이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함. 도시에서의 어떤 

장소란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강조 이 다를 수 있음.

－ 를 들어 거주자는 도시의 장소를 평가할 때 과연 이곳은 안 한지, 

생필품 가게는 가까이 있는지, 병원은 근하기 쉬운지, 보건환경 요인

은 어떠한지, 이웃들은 어떠한지 등을 주로 고려할 것임.

－반면에 도시장소를 직업과 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곳에 일

자리가 많은지가 우선 으로 고려될 기 일 것임.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충분한 노동력을 공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고

려 사항일 것임. 그런데, 도시를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

람들은  다른 특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게 됨.

－즉, 그 장소가 자신이 선호하는 문화  취향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느냐

가 우선  고려사항이 됨. 를 들어 옷가게가 있다고 할 때, 주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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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이 옷가게가 겨울에 추 를 이길 수 있는 생필품을 공 하는 

장소로 악될 수 있음. 반면 일거리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옷

가게가 자신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수 있는 장소로 고려될 수 있음.

－하지만,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옷가게는 새로운 패션과 최

근의 디자인을 알아보기 한 장소인 것임. 커피 도 마찬가지임. 거

주자의 입장에서는 커피 은 아침 후에 모닝커피를 제공해 주는 장소

일 것임.

－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피 은 자신을 바리스타로 받

아  수 있는 장소일 것임. 하지만, 문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커피

이 새로운 경향의 재즈 음악을 즐기는 만남의 장소일 것임.

◦이 듯 도시 씬으로 도시 공간을 본다면 도시는 거주공간이나 생산공간이 

아닌 문화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인 것임. 이런 의미에서 씬이란 

우리의 삶을 소비자로서 의미 있게 만드는 장소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

 취향과 이상, 그리고 가치 을 바탕으로 각각의 도시공간을 즐거운 곳, 

오스러운 곳, 아름다운 곳, 추한 곳, 옳은 곳, 나쁜 곳으로 구별하게 하

는 것임.

◦결국 도시 씬은 공통의 문화  취향, 바람, 희망, 꿈, 그리고 그것을 이루

고자 하는 에 지 등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유 감을 형성시키는 공

간임. 이러한 유 감이 도시 내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

이 되는 것임.

◦<표 2-2>는 씬의 개념을 거주 공간  생산 공간과 비하여 제시한 것임.

◦<표 2-2>에서 주의할 것은 거주공간에서는 거주자만이 주된 참여자이고 

생산공간에서는 생산자만이 주된 참여자인데 반해, 씬에서는 지역주민(거

주자), 사업자(생산자), 그리고 객 모두가 문화소비자라는 사실임. 이

런 에서 도시 씬은 산업화로 분리되었던 거주자와 생산자의 계를 다

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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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씬 거주 공간(이웃) 산업, 생산 공간

목적 경험 필요의 충족 일, 생산품

참여자 소비자 거주자 생산자, 근로자

물리적 단위 어메니티 집, 아파트 회사

사회유대의 기초 취향, 이상, 가치관 전통, 공통 출신지역, 공통성장지역 등 일, 생산관계

출처：실버 외(Silver, Clark, and Yanez, 2010)

<표 2-2> 씬, 거주공간, 생산공간의 비교

◦어 (Irwin, 1977)은 도시 씬의 발달을 역사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음. 

어 은 도시 씬을 근 화의 일반 인 상인 산업화, 료제화, 그리고 개

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시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즉, 산업화, 개인화의 결과 기존의 통 인 유 의 근원이었던 장소, 인

종, 친족, 계  등의 요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 의 근원으로 소비, 

, 가치  등이 등장하면서 도시 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음.

◦스트로우(Straw, 2002, 2004) 한 도시 씬이 로벌화의 과정에서 도시 

내에 공동체의 친 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즉, 도시주민들

은 유 감을 회복하기 하여  근  향수로 돌아갈 필요 없이 도시 

씬을 통해 도시 삶에서의 새로운 소속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임.

◦이러한 주장들은 도시 씬의 개념이 공동체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도시 씬 이론이 공동체 연구에서 가장 요한 립시각인 지역 

심 공동체론과 네트워크 심 공동체론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안

 시각으로 제시될 수 있음.

◦지역 심 공동체 이론은 근 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지역 심의 공동체

가 상실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Tonnies, 1957; Simmel, 1950; Wirth, 

1938). 이에 해 네트워크 심의 공동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시의 

발달에 따른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내 커뮤니티가 네트워크를 심

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함(Wellman, 1996; Etzioni,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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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씬은 이 두 공동체 이론에 해 새로운 발  논의를 제기할 수 있

음. 즉, 씬이라고 하는 도시 내의 특정 공간은 먼  지역 공유를 통해 상

호작용과 유 감을 형성할 수 있음.

◦이에 더하여 도시 씬은 도시 주민과 도시의 사업자들의 공통의 정체성과 

취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근린이라고 하는 도시 내 다른 공간보

다 더욱 긴 한 상호작용과 깊은 유 감을 형성할 수 있음.

◦ 한 그 특정 씬을 방문하는 객들과는 정체성과 취향을 통한 유 감

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체를 조성

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도시 씬 개념은 공동체 이론에서 지역 심 

이론과 네트워크 심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제4절 자료수집 및 정리

1. 행정동, 법정동 구분

◦서울 종로구의 철동, 인사동 등은 법정동이며, 그 동을 할하는 동사무

소 심의 이름인 종로2가동은 행정동이라 할 수 있음. 행정동은 행정 

주로 정하기 때문에 개 할 구역의 인구를 기 으로 하여 나 어지는 

것이 보통임.

◦법정동도 원래 인구에 따라 일정한 구역으로 나 어 정해진 것이긴 하나, 

사회 변화에 따라 인구가 증감하기 때문에 지 에 와서는 인구와 계없

이 그 이름을 지니게 된 것임. 따라서, 법정동은 여간해서 그 이름이 바

지 않는 성질이 있으며, 행정동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 게 되는 

특징이 있음. 도시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이 많아 행정동이 불어나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23

는 경우가 많음.

◦ 구나 종로구의 경우 여러 법정동이 묶이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된 곳이 

많음. ‘종로1-2가동’이라는 한 행정동 안에 종로1가, 종로2가, 청진동, 서

린동, 수송동, 학동, 공평동, 훈동, 견지동, 권농동, 운니동, 경운동, 익

선동, 철동, 인사동, 낙원동, 와룡동 등 17개 법정동이 있음.

－행정동 〉법정동(한 행정동 안에 여러 개의 법정동) 

◦ 악구나 양천구의 경우 그 반 로 법정동이 나뉘어 여러 개의 행정동으

로 된 곳이 부분임. ‘신림동’이라는 한 법정동 안에 신림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동, 13동, 신림본동 등 14개 

행정동이 있음.

－행정동 〉법정동(한 법정동 안에 여러 개의 행정동)

구분 행정동>법정동：종로구 행정동<법정동：관악구

예시

+ 종로1-2가동

종로1가, 종로2가,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

학동,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권농동, 운니동, 

경운동, 익선동,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와룡

동 (이상 17개 법정동)

+ 신림동

신림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11동, 12동, 13동, 본동(이상 14개 

행정동)

<표 2-3> 행정동과 법정동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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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구분
인구 동 통반

세대 인구(명) 법정 행정 통 반

서울시 4,116,660 10,464,051 468 424 12,778 98,895 

종로 74,315 177,543  87  18 295 1,940 

중구 58,249 137,861  74  15 254 1,616 

용산 107,456 251,200  36  16 344 2,534 

성동 126,670 316,064  17  17 465 3,716 

광진 156,140 386,513   8  15 372 3,141 

동대문 153,437 374,277  10  14 355 2,586 

중랑 171,448 429,700   6  16 530 3,986 

성북 192,990 484,457  39  20 453 3,693 

강북 136,779 343,912   4  13 376 3,272 

도봉 139,010 372,398   4  14 383 2,914 

노원 225,000 615,161   5  19 691 6,019 

은평 185,701 470,782  11  16 540 4,032 

서대문 137,062 336,649  20  14 543 4,254 

마포 165,750 392,313  26  16 404 3,112 

양천 182,363 506,684   3  18 543 4,427 

강서 221,975 579,196  13  20 598 4,734 

구로 167,404 449,613  10  15 652 4,994 

금천 100,285 263,116   3  10 396 2,991 

영등포 168,099 441,747  34  18 573 4,811 

동작 163,344 407,973   9  15 515 3,540 

관악 241,873 547,311   3  21 635 5,176 

서초 166,405 431,131  10  18 509 3,556 

강남 229,431 569,499  14  22 1,057 6,744 

송파 260,681 689,296  13  26 730 6,081 

강동 184,793 489,655   9  18 565 5,026 

출처：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개>서울역사관>일반현황

(http://www.seoul.go.kr/v2007/seoul/review/general/present.html)

<표 2-4> 행정동, 법정동 현황(20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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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울시 전체 동명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그림 2-3> 서울시 구별 동명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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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그림 계속> 서울시 구별 동명칭 현황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방법론  27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림 계속> 서울시 구별 동명칭 현황

2. YP파일 행정구역현황

◦YP 일은 행정구역이 법정동 기 으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동으로 포함

되는 법정동과 법정동으로 포함되는 행정동을 424개 동으로 정리함.

◦행정동으로 정리 시 포함되는 법정동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culture. 

seoul.go.kr → 서울시사편찬 원회 → 서울역사읽기 → 서울지명사 )를 

검색하여 구분하 음.

3. E-yellow page 및 사업체 조사 자료

◦E-Yellow Page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동별 어메니티(상 , 시설, 이벤트)

의 개수를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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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개 동 Row × 813개 어메니티 Variable Column date를 구축한 후, 

어메니티 Variable 수를 우리 연구에 맞게 제조업과 도매업을 제외한 

424개 동 Row × 506개 어메니티 Variable로 축소하 음.

◦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 동별 어메니티의 개수를 악함.

－424개 동 Row ×1067개 어메니티 Variable Column date를 구축한 후, 

어메니티 Variable 수를 우리 연구에 맞게 제조업  도매업을 제외한 

424개 동 Row × 323개 어메니티 Variable Column으로 구성하 음.

◦Yellow Page 자료와 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합하 음.

－사업체조사 자료를 기 으로 하되, 음식  등 세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 

Yellow Page 자료를 사용하 고, 두 자료에서 복된 항목을 제외하여 

최종 으로 424개 동 Row × 521개 어메니티 Variable Column을 구성

하 음.

4. 어메니티 점수 부여

◦어메니티별 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로벌로 구성되는 5개

의 Scene Dimension 수를 부여함. Dimension 수는 1 에서 5 까지

의 척도로 구성됨.

◦ 수부여의 기 을 설정하기 해 미국의 어메니티 수 부여 자료를 참

조하 고, Thurstone 척도법을 기본으로 다섯 명의 문가가 수를 부여

한 후 최빈값을 채택하 음.

1)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전통주의

◦유 지, 박물 , 골동품가게, 통 술 공연장은 통한국문화와 련한 

어메니티에 강하다고 단하여 5 의 통주의 수를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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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과 불교, 수공 , 그리고 한국 통음식 은 한국  색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단하여 4 의 통주의 수를 주었음.

전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글로벌

박물관 5 3 3 3 3

재래시장 4 2 3 3 3

수입품 판매점 2 4 3 4 3

<표 2-5>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전통주의)

2)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화려함

◦과시  소비, 문화소비, 여가소비와 같은 어메니티 특성을 포함하는 명품

여 , 호텔, 무도유흥주 , 탤런트 학원에 5 , 유러피안 음식 이나 갤

러리, 화랑에는 4 의 화려함 수를 부여하 음.

◦반 로 도시 경 에서 미학 으로 좋지 않은 폐차장, 창고업, 기계장비에

는 화려함 수를 2 으로 낮추었음.

전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글로벌

카지노 3 5 5 3 5

화랑 3 4 3 3 3

폐차장 3 2 3 4 3

<표 2-6>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화려함)

3)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보헤미안

◦성인 문매장, 나이트클럽, 카지노 련 업종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

를 느낄 수 있는 보헤미안 씬이 강하다고 단하여 5 을 주었고, 유흥주

, 복권 매 에는 4 을 주었음.

◦보헤미안의 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형식 이고 권 인 종교단체, 몇

몇 국가기 에는 보헤미안 수를 2 으로 낮추었음.



30  서울시 씬(Scenes) 지도 작성을 통한 서울 공간특성화 전략 연구

전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글로벌

무도유흥주점업 3 5 5 3 3

라이브카페 3 5 4 3 3

경찰서 3 3 2 3 3

<표 2-7>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보헤미안)

4)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에스닉

◦외국의 통 인 음식을 취 하는 외국식당은 다문화 , 세계 인 공간으

로 에스닉 씬이 강하게 발 된다고 단하여 5 을 주었음. 국제기구나 

퓨 음식  등은 다문화성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 에스닉 수 4 을 부

여하 음.

◦하지만 햄버거, 치킨, 칵테일과 같은 세계 으로 리 퍼진 음식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에스닉 수를 부여하지 

않았음.

전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글로벌

이탈리아 요리전문점 3 3 3 5 3

퓨전음식전문점 3 3 3 4 3

햄버거 3 3 3 3 3

<표 2-8>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에스닉)

5)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글로벌

◦  세계를 상으로 운 되는 다국 ․ 국  기업, 국제기구 등에 로

벌 수 5 을 부여하 고, 세계 이긴 하지만 세계 인 도시들과 하

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인터넷, 컴퓨터기술, 백화 , 국제운송, 연구소

에는 로벌 수 4 을 부여하 음.

◦반 로 1차 산업 련 임 업에는 세계 인 산업과의 연 성이 떨어진다

고 단되어 로벌 수 2 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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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화려함 보헤미안 에스닉 글로벌

외국계 은행 3 3 3 3 5

인터넷 관련기업 3 3 3 3 4

농업용기계장비임대 3 3 3 3 2

<표 2-9> 도시 씬의 요소에 따른 어메니티 점수 예시(글로벌)

제5절 Performance Score 계산

◦각각의 동별 dimension 수와 어메니티 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각 동의 

총 어메니티 수로 나  값임.

 
동전체어메니티수의합


  



어메니티의수×점수

  참고：전체 어메니티 개수는 521개임.

<표 2-10> Performance Score 계산식 

1. Performance Score 계산의 예시

사직동

어메니티 수(개) 전통주의 디멘션 점수(점) 어메니티 수 × 디멘션 점수

재래시장 20 4 80

유기농식품판매점 15 3 45

한식음식점 30 4 120

전체의 합 65 - 245

<표 2-11> Performance Score 계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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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직동의 Traditional scene performance score를 계산하고자 하면, 

먼  어메니티별 어메니티 수와 디멘션 수를 곱함. 그다음 곱한 세 개

의 값을 모두 더한 후, 체 어메니티 수의 합으로 나눠 .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 × ×
 ≒ 3.77임.



제1   Dimension별 도시 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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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 씬 지도(Map)

제1절 Dimension별 도시 씬 지도

<그림 3-1> 서울시 씬 지도：Traditional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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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서울시 씬 지도：Glamour Scenes

<그림 3-3> 서울시 씬 지도：Bohemian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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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서울시 씬 지도：Ethnic Scenes

<그림 3-5> 서울시 씬 지도：Global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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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씬별 최상위동 분석

1. Traditional Scenes

◦우이동, 삼청동, 답십리1동, 성수2가 3동, 신당5동, 가회동, 행당1동, 호

2․3가동, 상 2동, 정릉3동, 서림동이 최상 층 동으로 나타남.

◦우이동에는 사찰이 14개, 문화재가 3개, 한식 문 이 188개 치하고 있

어 통주의 씬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음.

◦ 통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삼청동에는 한식 문 이 67개, 통찻집이 49

개 치하고 있어 통주의 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를 기록함. 북

이 치하고 있는 가회동도 통주의 씬에서 높은 수를 받음.

◦답십리1동에는 술품․골동품 개상이 78개, 술  유사서비스업체

가 16개, 한식집이 128개, 향교가 5개, 학교가 3개 치하여 통주의 

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를 기록함.

<그림 3-6> 씬별 최상위층 동：Traditional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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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amour Scenes

◦신사동, 종로1․2․3․4가동, 잠실3동, 청담동, 명동, 여의동, 서교동, 회

동, 오륜동, 역삼1동, 신 동, 행당2동, 압구정동, 잠실본동이 최상 층 

동으로 나타남.

◦가로수길이 치하고 있는 신사동에는 웨딩스튜디오가 198개, 서양음식

이 191개, 그리고 커피 문 이 101개 치하여 화려함 씬에서 가장 높

은 수를 기록함.

◦종로1․2․3․4가동에는 시계  귀 속 소매업이 483개, 화랑이 133개, 

미술 이 14개 치하여 화려함 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를 받음.

◦행당2동에는 왕십리역 민자역사가 들어서 한양 학교와 왕십리역 사이 

주변 일 가 학 으로서 발 하면서 화려함 씬이 발 되고 있음.

<그림 3-7> 씬별 최상위층 동：Glamour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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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hemian Scenes

◦역삼1동, 여의동, 서교동, 명동, 종로1․2․3․4가동, 신사동, 신 동, 잠

실본동, 등포동, 삼성2동, 남가좌1동, 논 1동, 수유3동, 가산동, 희동, 

청담동, 논 2동, 을지로동, 서 3동, 신림동, 삼성1동, 서 4동, 소공동, 

구로2동, 역삼2동, 용신동, 서 2동, 한강로동, 회 동, 양재1동, 사직동, 

천호3동, 이태원1동, 서 1동이 최상 층 동으로 나타남.

◦ 표 인 비즈니스 지역인 역삼1동과 여의동에는 각각 199개, 153개의 일

반유흥주 업이 집해 있어 보헤미안 씬이 가장 두드러짐.

◦2호선 홍 입구역이 치하고 있는 서교동에는 일반유흥주 업이 167개, 

호 집이 44개 있어 보헤미안 씬 수가 세 번째로 높았고, 통 인 유

흥지역인 종로와 소공동, 사직동, 명동 등도 보헤미안 씬 수가 높음.

<그림 3-8> 씬별 최상위층 동：Bohemian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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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씬별 최상위층 동：Ethnic Scenes

4. Ethnic Scenes

◦삼청동, 림2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이 1동, 압구정동, 희

동이 최상 층 동으로 나타남.

◦최근 카페  외국음식 이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삼청동 지역이 높은 

에스닉 씬 수를 보이고 있음.

◦ 등포구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35,94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림2동은 국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식 음식 업이 79개 

치하여 보헤미안 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를 기록함.

◦용산구에 속해 있는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이 1동에서 에스닉 씬

이 가장 두드러졌음. 이들 동은 미군기지를 심으로 외국인 학교와 외국

인 쇼핑과 의 명소로 성장하며 에스닉 씬이 가장 강한 지역임.

◦최근 몽골인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희동이 높은 에스닉 씬 수를 보

인 반면, 서래마을이 치한 반포4동은 압구정동에 미치지 못하는 에스닉 

씬 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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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lobal Scenes

◦구로3동, 가산동, 여의동, 잠실6동, 서 2동, 역삼2동, 소공동, 서 3동, 역

삼1동, 사직동, 서 1동, 서 4동, 삼성1동, 삼성2동, 구로2동, 명동, 논 2

동, 논 1동, 양재2동, 상암동, 수서동이 최상 층 동으로 나타남.

◦구로디지털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구로3동, 가산동, 구로2동에서 로벌 

씬의 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표 인 비즈니스 지역인 서 , 강남, 여

의도, 종로 지역도 로벌 씬 수가 높게 나왔음.

◦여의도는 래머, 보헤미안 씬뿐 아니라 로벌 씬에서도 높은 수를 보

이는 것이 특징임.

◦상암동에는 IT와 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한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생기면서 로벌 씬 수도 높아지고 있음.

<그림 3-10> 씬별 최상위층 동：Global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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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씬별 최상위층 동

6. 종합적 분석

◦ 통주의 씬은 강북지역에서 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화려함, 보헤미안, 

로벌 씬은 강남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로벌 씬은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음.

◦에스닉 씬은 용산구에 집 으로 분포하고 있음.

Scene dimension 최상위동

Traditional scenes
우이동, 삼청동, 답십리1동, 성수2가 3동, 신당5동, 가회동, 행당1동, 금호2·3가

동, 상봉2동, 정릉3동, 서림동

Glamour 

scenes

신사동, 종로1·2·3·4가동, 잠실3동, 청담동, 명동, 여의동, 서교동, 회현동, 오륜

동, 역삼1동, 신촌동, 행당2동, 압구정동, 잠실본동

Bohemian scenes

역삼1동, 여의동, 서교동, 명동, 종로1·2·3·4가동, 신사동, 신촌동, 잠실본동, 

영등포동, 삼성2동, 남가좌1동, 논현1동, 수유3동, 가산동, 광희동, 청담동, 논현2

동, 을지로동, 서초3동, 신림동, 삼성1동, 서초4동, 소공동, 구로2동, 역삼2동, 용신

동, 서초2동, 한강로동, 회현동, 양재1동, 사직동, 천호3동, 이태원1동, 서초1동

Ethnic scenes 삼청동, 대림2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이촌1동, 압구정동, 광희동

Global 

scenes

구로3동, 가산동, 여의동, 잠실6동, 서초2동, 역삼2동, 소공동, 서초3동, 역삼1동, 

사직동, 서초1동, 서초4동, 삼성1동, 삼성2동, 구로2동, 명동, 논현2동, 논현1동, 

양재2동, 상암동, 수서동

<표 3-1> 씬별 최상위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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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소득

◦소득의 경우 통주의 씬 거주자는 280.81만원, 화려함 씬, 에스닉 씬 거

주자들은 각각 374.91만원, 보헤미안 씬 거주자들은 374.23만원, 로벌 

씬 거주자들은 4289.0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통주의 씬 거주자들의 소

득을 뺀 나머지 네 개의 씬 거주자들은 서울시 거주자들의 평균 소득인 

336.27만원보다 높았음.

◦특히, 로벌 씬 거주자들이 429.0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로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련 직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으로 단됨.

<그림 3-12> 가구주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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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학력의 경우 4년제 학교 졸업자 비율은 화려함 씬이 51.2%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31.3%)보다 19.9% 높은 수치임.

◦그다음으로 로벌 씬, 에스닉 씬, 보헤미안 씬이 각각 47.7%, 42.7%, 

40.7%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3-13> 가구주 학력 - 대학교 졸업 이상

3. 직업

◦화려함 씬의 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4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인 40.2%보다 6.6% 높은 수치임.

◦그다음으로 문․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로벌 씬(44.2%), 보헤미안 

씬(38.7%), 에스닉 씬(32.7%), 통주의 씬(31.9%)의 순서로 나타났음.

◦이  통주의 씬과 에스닉 씬은 각각 31.9%, 32.7%로 서울시 평균보다 

약 8% 낮았음.



46  서울시 씬(Scenes) 지도 작성을 통한 서울 공간특성화 전략 연구

<그림 3-14> 가구주 직업 - 전문․사무직

제4절 서울서베이를 이용한 도시 씬과 씬 거주자의 특성 비교 

1. 문화환경만족도

◦화려함 씬과 보헤미안 씬, 로벌 씬 거주자들의 문화환경만족도는 각각 

5.82 , 5.71 , 5.68 으로 서울시 평균 문화환경만족도인 5.59 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문화환경만족도는 5.34 으로 서울시 평균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이는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에스닉 문화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국의 에스닉 문화환경에 노출된 림동 거주민

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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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생활만족도

<그림 3-15> 문화환경만족도

2. 생활만족도

◦화려함 씬, 로벌 씬, 통주의 씬, 보헤미안 씬,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각각 5.62 , 5.52 , 5.46 , 5.40 , 5.13 으로 에스닉 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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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 - 주변여건

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평균인 3.38 보다 높게 나타났음.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문화환경만족도와

도 한 계가 있을 것임. 즉 주거환경(상하수도, 주택, 기, 통신, 교

통, 녹지 등), 경제환경(생활비, 소득, 근로시간 등), 사회환경(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여건 등)과 같은 것들에서 에스닉 문

화와 거주자들 간의 불 화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됨.

3.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주변여건

◦에스닉 씬, 로벌 씬, 통주의 씬, 보헤미안 씬, 화려함 씬이 각각 

31.4%, 25.7%, 21.5%, 20.5%, 15.1%로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거주지 선

택 시 주변여건( 치, 교통)을 고려하는 비율이 서울시 평균인 23.0%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주변의 치나 교통 등을 거주지 선택 시 

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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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자녀육아 및 양육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에 있어 자녀육아  양육 부분에서는 통주의 

씬, 로벌 씬, 보헤미안 씬, 화려함 씬, 에스닉 씬이 각각 4.5%, 3.0%, 

2.8%, 2.0%, 1.7%로 통주의 씬 거주자들이 거주지 선택 시 자녀육아  

양육을 고려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 로벌 씬 지역이었던 강남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거주지 선택 시 자

녀육아  양육이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에스닉 씬 거주

자들은 거주지 선택 시 자녀들의 육아  양육에 해서는 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18>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 - 자녀육아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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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거주 안정성/주변 치안

◦거주 안정성  주변 치안의 경우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러벌 씬, 

통주의 씬, 에스닉 씬이 각각 10.3%, 8.9%, 8.6%, 7.3%, 7.1%로 서울시 

평균인 6.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음.

◦화려함 씬과 보헤미안 씬 거주자들이 거주지 선택 시 거주 안정성  주

변 치안 사항을 가장 고려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음. 첫 번

째로 서울의 경우 일탈성이 있는 보헤미안 씬 지역도 치안이 안 한 지역

으로 해석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화려함 씬과 보헤미안 씬 거주민들이 

자신의 거주 경험상 치안을 더욱 요하게 인식했을 수도 있음.

<그림 3-19>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 - 거주 안정성/주변치안

 

6.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 생활환경

◦생활환경(쇼핑, 산책, 운동)의 경우 보헤미안 씬, 로벌 씬, 에스닉 씬, 화

려함 씬이 각각 10.7%, 9.2%, 8.5%, 7.5%로 서울시 평균인 7.4%보다 높

았으며, 통주의 씬은 4.3%로 서울시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제3장 서울 씬 지도(Map)  51

◦보헤미안 씬, 로벌 씬,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문화소비의 역을 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20>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 1순위 - 생활환경

 

7. 서울축제참여도

◦서울축제참여도는 화려함 씬, 로벌 씬, 보헤미안 씬이 각각 42.1%, 

37.3%, 36.5%로 화려함 씬이 가장 높았으며, 통주의 씬과 에스닉 씬은 

각각 28.2%, 28.0%로 에스닉 씬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를 통해 화려함 씬, 로벌 씬, 보헤미안 씬 주민들이 문화소비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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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사회자본 - 종교단체

<그림 3-21> 서울축제참여도

 

8. 사회자본 - 종교단체

◦사회자본인 종교단체의 참여율은 통주의 씬,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에스닉 씬, 로벌 씬이 반 으로 높음.

◦에스닉 씬 주민들의 종교단체 참여율은 26.1%로 가장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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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자본 -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 통주의 씬과 에스닉 씬 주민들의 지역모임, 향우회, 종친회 참여율은 각

각 13.1%와 13.3%로 두드러졌음. 그러나 보헤미안 씬은 10.0%, 화려함 

씬은 8.1%, 로벌 씬은 7.6%로 낮았음.

◦이 결과는 통주의 씬 주민들의 요한 사회 자본은 통 으로 존재해

왔던 네트워크인 반면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로벌 씬 주민들의 요

한 사회 자본은 새로운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을 보여 .

<그림 3-23> 사회자본 -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10. 사회자본 - 인터넷 커뮤니티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로벌 씬 거주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율은 

각각 8.5%, 7.7%, 7.6%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거나 같았으며, 에스닉 씬은 

5.8%, 통주의 씬은 5.6%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었음.

◦화려함 씬 거주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참여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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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사회자본 - 자원봉사단체

<그림 3-24> 사회자본 - 인터넷 커뮤니티

11. 사회자본 - 자원봉사단체

◦ 반 으로 부분의 씬에서 주민들의 자원 사단체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에스닉 씬이 5.7%로 가장 높았고, 로벌 씬 5.3%, 화려함 씬 5.2%, 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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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씬 4.8%로 서울시 평균인 3.8%보다 높았음.

◦하지만 통주의 씬 주민들의 자원 사단체 참여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

았음.

1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모든 씬에서 주민들의 자원 사활동 참여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났음.

◦특히 화려함 씬, 보헤미안 씬, 로벌 씬 주민들의 자원 사활동 참여율이 

높았음.

<그림 3-26>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 부분의 씬에서 주민들의 사회  약자에 한 태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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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려함 씬 거주자들은 사회  약자에 한 태도에서 가장 높은 5.64

을 기록하 음.

<그림 3-27>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14. 다문화 지향성

◦ 통주의 씬 거주자들의 다문화지향성은 서울시 평균보다 0.27  높은 

5.11 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른 씬의 거주자보다 히 높은 수치이며, 

그다음으로 로벌 씬은 4.90 , 화려함 씬은 4.79 , 보헤미안 씬은 4.77

으로 나타났음.

◦다문화 지향성에 해서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수가 4.57 으로 가장 낮았음. 이는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다문화에 

한 부정 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됨. 따라서 에스닉 씬은 다문

화 정책의 문제 을 개선하여 부정 인 인식을 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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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그림 3-28> 다문화 지향성

 

15.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통주의 씬 주민들이 75.5 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에스닉 씬 주민들은 69.9 으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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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화려함, 보헤미안, 로벌의 씬 주민들이 각각 73.6 , 7.35 , 

72.7 으로 나타났음.

16. 보행환경만족도

◦보행환경만족도에 해서는 통주의 씬 거주자가 6.15 으로 서울시 평

균보다 더 높았음.

◦화려함 씬, 로벌 씬, 보헤미안 씬, 에스닉 씬 거주자들이 각각 5.85 , 

5.62 , 5.59 , 5.02 으로 에스닉 씬 거주자들의 보행환경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이는 특히 국 련 에스닉 씬 주민들의 만족도가 반 된 것

으로 보임.

<그림 3-30> 보행환경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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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울시 생활권별 특성

1. 서울시 생활권의 설정

◦서울시의 생활권은 <표 3-2>와 같이 크게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5  생활권으로 나뉨. 우리 연구에서는 세부 으로 보기 해 

5  생활권의 하 개념인 생활권을 연구할 권역으로 설정함.

5대 생활권 중생활권 자치구

도심권 ∙ 도심권 중구, 종로구, 용산구

동북권
∙ 동북1 생활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동북2 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 서북 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서남1 생활권 강서구, 양천구

∙ 서남2 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서남3 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 동남1 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 동남2 생활권 송파구, 강동구 

<표 3-2> 서울시 생활권

◦도심권은 구, 종로구, 용산구로 구성되어 있음. 

◦동북권은 동북1 생활권과 동북2 생활권으로 나 어져, 동북1 생활권은 동

문구, 성동구, 진구, 랑구를 포함하고 동북2 생활권은 성북구, 강북

구, 도 구, 노원구를 포함함.

◦서북권은 은평구, 서 문구, 마포구로 이루어져 있음.

◦서남권은 서남1 생활권, 서남2 생활권, 서남3 생활권으로 나 어져, 서남1 

생활권은 강서구, 양천구로 구성되어 있고 서남2 생활권은 구로구, 천

구, 등포구로 이루어져 있음. 서남3 생활권은 동작구, 악구를 포함하

고 있음.

◦동남권은 동남1 생활권과 동남2 생활권으로 나 어져, 동남1 생활권은 서

구, 강남구를 말하고 동남2 생활권은 송 구, 강동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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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전통주의

◦ 통주의 씬은 동북1 생활권과 동북2 생활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 강

남구와 서 구가 치하고 있는 동남1 생활권은 통주의 씬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동북2 생활권은 재래시장이 다수 치하고 있어 통주의 수를 후하게 

받았음. 형할인 의 증가로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

역은 재래시장 련 사업을 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3-31>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전통주의

3.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화려함

◦화려함 씬은 도심권과 동남1 생활권, 서북생활권에서 주로 나타나고 서남

2 생활권에서는 여의도만이 뚜렷하게 화려함 씬을 보여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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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동북2 생활권, 서남1 생활권, 서남3 생활권에서는 화려함 씬이 낮

게 나타났음.

<그림 3-32>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화려함

4.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보헤미안

◦화려함 씬과 비슷하게 보헤미안 씬도 도심권, 동남1 생활권, 서북생활권

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나, 화려함 씬과는 다르게 서남2 생활권에서는 여의

도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보헤미안 씬이 나타남.

◦동북1 생활권과 서남1 생활권이 가장 낮은 보헤미안 씬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이곳이 거주 심의 베드타운(Bed town)이기 때문에 보헤미안 씬과 

화려함 씬이 낮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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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보헤미안

5.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에스닉

◦에스닉 씬이 가장 강하게 보이고 있는 곳은 도심권과 동남1 생활권임. 도

심권에는 외국 사 , 외국 음식 이 다수 치하고 있고 동남1 생활권은 

비즈니스 업무지구로 외국기업의 본사가 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서남1 생활권과 서남3 생활권에서 에스닉 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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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에스닉

6.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글로벌

◦동남1 생활권과 도심권, 서남2 생활권, 서북생활권에서 로벌 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남.

◦도심권, 서남2 생활권, 여의도로 구성되는 표 인 비즈니스 지역에서 

상암동, 구로동, 공항동이 치하고 있는 서북권, 서남2 생활권으로 로

벌 씬이 확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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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서울시 생활권별 분류 - 글로벌



제1   면 상자  기간, 방법

제2   희동 몽골타운

제3   가리 동 재 동포 거주지

제4   반포4동 랑스인 집거주지 서래마을

제5   동부이 동 일본인 집거주지역

제6   에스닉 씬 심층조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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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몽골타운

가리봉동 재중동포 
거주지

반포4동 프랑스인 
거주지 서래마을

이촌동 일본인 
밀집거주지

한국인 몽골인 한국인 중국인 한국인 프랑스인 한국인 일본인

거주자 - 2 - 2 1 - 1 1

사업자 - 2 1 1 1 2 1 1

방문자 2 - 2 - 1 - 1 1

<표 4-1> 에스닉 씬 지역 심층면접 대상자

제4장
 에스닉 씬 지역 심층면접

제1절 면접대상자 및 기간, 방법

◦에스닉 씬 지역인 희동 몽골타운, 가리 동 재 동포 거주지, 반포 4동 

랑스인 집거주지 서래마을, 일본인 집거주지 이 동 등 4곳을 거주

자, 사업자, 방문자별로 각각 한국인, 몽골인, 국인, 랑스인, 일본인을 

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 일 면 비구조화 심층면 방법

으로 조사하 음.

◦ 희동 몽골타운은 한국인 방문자 2명, 몽골인 거주자 2명, 사업자 2명을, 

가리 동 재 동포 거주지는 한국인 거주자, 사업자, 방문자 각각 1명, 

국인 거주자 2명, 사업자 1명을, 반포 4동 랑스인 집거주지 서래마을

은 한국인 거주자, 사업자, 방문자 각각 1명, 랑스인 사업자 2명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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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거주지 이 동은 한국인 거주자, 사업자, 방문자 각각 1명, 일본인 

거주자, 사업자, 방문자 각각 1명을 심층면 하 음.

<광희동 몽골타운>
출처：http://blog.naver.com/dino999?Redirect=Log&logNo=130026804771

<가리봉동 재중동포 거주지>
출처：http://wow.seoul.go.kr

<반포4동 프랑스인 밀집거주지 서래마을>
출처：http://wow.seoul.go.kr

     http://global.seoul.go.kr/seorae

<이촌동 일본인 밀집거주지>
출처：http://global.seoul.go.kr/village/ichon

     http://blog.naver.com/1000djrajs?Redirect=Log&logNo=40088337556

<그림 4-1> 에스닉 씬 심층면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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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희동 몽골타운

◦ 희동 몽골타운은 6층짜리 한 건물에 집해 있음. 외부는 여러 가지 정

보가 담긴 알림장들이 벽에 붙어 있고, 각종 고 수막 등이 걸려 있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층부터 6층까지 몽골 상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몽골

타운의 근무시간은 오후 2시경부터 10시까지인데 그때가 근로자들이나 

결혼이민자들이 개인 인 일을 마친 후 서두르지 않고 올 수 있는 편한 

시간이기 때문임.

◦몽골타운에는 음식 , 편의 , 미용실, 해외 송 은행, 물건을 보내고 받

을 수 있는 서비스(cargo service)회사가 있고, 핸드폰, 국제 화 카드, 식

품, 생활용품, 몽골도서, 화DVD, 통 의상을 는 매 도 있음.

◦근로자들이 주말에만 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함. 몽골타운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근처에 있

는 몽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화됨. 한 

신문을 매하는 곳이 있어 모국어로 된 책과 신문을 구입해 읽으며 모국

의 상황을 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

◦최근에는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의 고충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함. 한 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사도 있어 해마

다 제주도를 구경시켜주기도 함. 여행사에서는 본국으로 갔다 올 비행기 

표도 살 수 있음.

◦한국에 체류 인 몽골사람들은 동 문근처에 몽골타운을 만들어 작은 커

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건물 한 채에 불

과함. 10층으로 된 이 건물(신 호빌딩) 1층에는 호 집, 2층에는 노래방, 

3-10층에는 화카드ㆍ핸드폰ㆍ액세서리 매 , 환 소, 헤어 , 의류

매  등이 있음. 이 공간에서 그들은 한국 생활의 어색함과 어려움을 조

이나마 달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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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인 거주자

◦주로 돈을 벌기 한 목 으로 체류

◦몽골타운은 불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불법 체류자가 다수 거주하기 때문인지 한국인을 경계

◦한국인과의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필요성도 못 느낌.

◦몽골 문화지역이 아닌 단순히 몽골사람들이 고향에 한 향수와 생활의 

도움을 받기 한 소통의 공간

2. 몽골인 사업자

◦몽골과 가까운 나라여서 한국을 선택함.

◦한국인들이 몽골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힘듦.

◦몽골인 사업자를 한 세  련 리 로그램이 없어서 힘듦.

◦몽골인 범죄집단의 단속을 제 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몽골인 경찰 배치를 바람.

3. 한국인 방문자

◦동 문 방문 시 몽골타운을 들름.

◦  패션과 문화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동 문에서 다른 나라의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함.

◦몽골타운을 방문한 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몽

골타운이 알려진 것이라 생각함.

◦인사동이나 강남을 특별한 지역색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기 해서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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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노력하 듯이 몽골타운도 몽골인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기 

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함.

◦한국인과 몽골인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특구가 되길 바람.

제3절 가리봉동 재중동포 거주지 

◦가리 동은 한강의 기 을 이룬 60, 70년 에는 구로공단 산업인력들이 

집 거주한 지역이었음. 당시에는 가리 동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번화한 

거리 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구로공단내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 하면서 썰 한 거리가 되었음.

◦그러나 90년 반 이후 고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방세가 상 으로 렴

한, 다세  주택들이 벌집 을 이루고 있는 이곳으로 몰려옴으로써 약 6

천여 명에서 1만 명에 가까운 동포들이 거주하는 ‘ 국동포타운’으로 불

리고 있음.

◦가리 동은 특히 연변에서 온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신문ㆍ방송에

서 ‘ 볜 조선족타운’이라 불리며 유명한 곳이 되었고, 자생 으로 발생

한 활기찬 거리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

◦동포들의 ‘코리안 드림’과 함께 삶의 터 이 되어 온 가리 동은 국 동

북3성의 생활문화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생활 문화  

특징을 보여주는 표 인 곳임.

◦ 한 이 지역의 국인들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많음. 화교들은 세계 각

국에 국문화를 이식하기 해 이주한 곳에 마치 국 본토처럼 문화경

을 형성하지만, 이주의 목 이 근로인 노동자들은 다른 양상을 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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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음.

◦이곳에 거주하는 국인(조선족)은 화교와는 다른 민족성을 가진 국인

으로 야 할 것임. 본토에서 일하기 어렵고 임 도 어서 온 사람들이

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래 있던 경 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한 인천의 차이나타운 화교들이 완 히 이민한 집단이라면 외국인 노

동자들은 일반 으로 돈을 벌기 한 일시  이주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고유한 건축물을 만들 필요성이 음. 따라서 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

해서 거주지를 구 으로 옮긴 인천차이나타운 화교들과 다를 수밖에 

없음.

◦더구나 조선족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인데다 자본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얻기 쉬운 안산의 원곡동이나 값싸고 일터로의 근이 편한 서울 구로공

단 일 의 슬럼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식할

만한 여유와 여력이 부족하 음.

◦가리 동의 경 과 문화  특질

－이곳의 형성은 조선족 노동자들의 이주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단

됨. 노동자들이 형성한 가리 동의 재 동포 거주지는 열악하고 낙후되

어 있음. 차이나타운처럼 새로운 것을 일구어 내지 못하고 원래 있던 

건물을 그 로 이용하고 있었음.

－직  가보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재 동포들이 많아서 

한국말뿐 아니라 국어로 쓰인 간 들도 쉽게 볼 수 있었음. 과거 우

리나라의 슬럼화된 지역환경과 약간의 국문화가 융합된 지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음.

－이곳은 민족게토라고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로 슬럼화되어 있고 주

민들의 이주동기가 비자발 이며 경제ㆍ사회  지 가 열악함. 소수민

족에게 거주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형성된 공동체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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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이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은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됨.

－도시 내부를 처음에는 부유층이 령하다가 이들이 보다 거주환경이 

좋은 외곽으로 이주하게 되면 노동자 계층이 이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도시의 계층분화가 나타남.

－이 지역에서도 과거 한국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인 재

동포와 불법체류자들이 령하여 살아가면서 산업시 의 회색빛으로 

물든 낙후되고 열악한 도시경 을 발견할 수 있었음.

1. 중국인 거주자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터 이자 제2의 고향

◦정보교류측면에서도 아주 요한 곳이라고 생각함.

◦한국에 돈을 벌기 해 오는 국인들에게는 꿈의 지역

◦불법체류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한 이해와 따뜻한 심이 

실함.

◦ 국인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 때

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한국인 집주인들과 사이가 안좋음.

2. 한국인 사업자

◦ 국인은 취업을 목 으로 한국으로 왔다가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음.

◦인천 차이나타운은 개발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이곳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발 하지 못하고 더욱 슬럼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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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인 사업자

◦재개발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 지역자체가 무 무서운 느낌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음.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부분의 국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향소

식을 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함.

◦인천 차이나타운을 할 것이 아니라 국인들이 살고 있는 가리 동을 

방문하여 그들의 문화를 같이 느끼고 알린다면 더욱더 지역 인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임.

4. 한국인 방문자

◦ 국음식이 생각날 때 방문하지만 인천 차이나타운과 다른 지역색이 있

음. 마치 소박한 국의 작은 시내를 보고 있는 느낌을 .

◦방문한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보다 더 슬럼화되어 가고 있음. 이는 

주 거주민들이 국인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인 것 같음.

◦ 을 한 지역이 아닌 국인의 삶의 터 인 것 같음.

◦ 국인과 한국인이 애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가리 동을 서로 -

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만들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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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반포4동 프랑스인 밀집거주지 서래마을 

◦서 구 반포4동 서래마을은 서울시의 9곳에 분포하고 있는 로벌 빌리

지(Global village)  하나이며, ‘서울통계(2010)’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

는 랑스인 1155명의 약 36%인 421명이 서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남.

◦1980년   고 빌라를 심으로 한 부 이 형성되기 시작하 고, 1985

년 한남동의 주한 랑스학교가 이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랑스인 마을

이 만들어지기 시작하 음. 아 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선호하는 

랑스인들에게 반포4동의 주택가는 서래마을이 탄생되는데 많은 이 으로 

작용하 음.

◦서래마을 심을 지나는 ‘서래로’에는 한 과 랑스어로 병기된 교통 표

지 , 버스 안내 들이 있음. 길이름의 경우 부분 랑스 지명을 따왔

고, 카페, 스토랑 등 상업시설 간 들의 경우에도 랑스어를 심으로

한 외래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주택가 사이 오 조 하게 자리 잡은 

스토랑, 보도블록에 새겨진 랑스 삼색국기, 골목 가득 퍼지는 바게트 

굽는 향, 작지만 멋스러운 가게간 , 조용한 분 기는 사람들이 서래마을

을 찾는 가장 큰 이유임.

◦원래 배수지 던 곳을 주민을 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몽마르트르 공원

과 서래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서리풀 공원은 주민들과 객들의 쉼터

로 자리 잡음. 서래 로벌 빌리지 센터는 랑스인들이 한국생활에 잘 

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체육 회, 한ㆍ불음악축제, 가장행렬 

퍼 이드, 명 행사 등을 통해 두 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도록 함.

◦‘서래로’의 좌, 우편 골목을 따라 약 45개소의 카페와 스토랑, 와인바들

이 즐비하지만, 거주자들을 한 시설이 미흡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

인 슈퍼와 같은 생필품가게는 1개소에 불과함.



76  서울시 씬(Scenes) 지도 작성을 통한 서울 공간특성화 전략 연구

1. 한국인 거주자

◦ 랑스 학교, 직장을 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 특히 학교의 학

부모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문화 체험학습의 장을 갖고 있음.

◦ 랑스인 마을이라는 지명은 매체를 통해 얻게 된 것 같음.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

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특색있는 콘셉트를 가진 지역으로 개발되기

를 바람.

◦ 특구로 발 시키려면 먼  거리와 풍경들을 랑스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

◦명패부터 걸어놓는 개발이 아닌 거주민을 먼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함. 

실제로 값비싼 생활비와 심각한 주차문제는 에 려 해결 이 보이

지 않고 있음.

2. 프랑스인 거주자

◦공간 인 것보다는 사람들의 유 계에 있어서 고향에 온 듯한 느낌임.

◦서래마을이 한국인 아 트 보다는 덜 이고 덜 우울한 분 기임.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음. 하지만  개

발로 인한 방문객의 증가는 문화 인 발 을 가져올 것이 분명함.

◦서래마을을 잠시 머물 다 떠나는 곳으로 생각하여 이 지역과 련한 정

체성이나 자부심은 거의 못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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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 사업자

◦언어  한계로 인해 한국인 거주자와 랑스인 거주자 사이에 소통이 거

의 없음.

◦주로 직장에서 근온 랑스인들이 잠시 거주하는 곳으로 이용함.

◦이곳의 단 은 교통이 안 좋은 것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즈 한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함.

4. 한국인 방문자

◦타인에게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서래

마을이 남들과는 다른 고 문화를 향유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음.

◦인터넷 사이트에 서래마을과 련된 정보가 떠돌기 시작하면서 실제의 서

래마을 그 자체보다 특정한 이미지로서의 서래마을이 재창조되었음.

◦거주자와 방문객을 해서 알기 쉬운 안내 과 길 이름 정리가 이루어지

길 바람.

제5절 동부이촌동 일본인 밀집거주지역

◦동부이 동은 일본인 집단거주지역으로 19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이후 

생겨났음. 한강변에 치해 환경이 쾌 하고 교통이 편리한 동부이 동에 

일본인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것이 제기가 되었음. ‘서울통계(2010)’에 따

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6,806명  약 23%인 1,557명이 동부

이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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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길을 걷다 보면 ‘일본어 상담 가능’ 등의 문구를 어 놓은 일본인 

상 부동산 개업소, 일본어를 병기한 안내표지 을 심심찮게 보게 되

며, 일본인이 운 하는 자그마한 선술집이나 우동집 등을 통해서도 일본

인 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곳은 체가 아 트로 구성되어 외국인의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의 하나임. 미군기지 근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뿐만이 아닌 

다른 국 의 외국인들 한 거주하고 있음.

◦ 한 이곳은 화려한 상 가가 아닌 조용하고 한 한 아 트 으로 이 동

길 좌, 우로 조그마한 카페, 음식 , 슈퍼, 용산 등학교가 치하고 있음.

1. 한국인 거주자

◦동부이 동에서 일본인을 자주 만나는 편이지만 따로 교류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음. 지역 커뮤니티도 없고 참여하고 있지도 않음. 

◦그들과 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외국인이라는 인식도 거의 없음.

◦학원이나 교회도 한국인 반, 일본인 반으로 나 어져 있어 아이들도 잘 

섞이지 않고 소통하는 일도 음.

◦이곳이 일본 분 기의 지역이라고 특별히 느껴보진 못했음. 주거지역이라 

개발을 통해 지화되면 시끄럽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개발에 반 함.

2. 일본인 거주자

◦남편이 근하게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음. 남편의 회사는 동부이 동 

근처는 아니지만 일본인 학교 버스가 동부이 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해 거주함. 물가가 비싸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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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임.

◦일본인 사이의 교류는 물론,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류도 많지 않음. 

그래도 자녀의 교우 계에서는 소통이 원활한 편임. 동부이 동 안의 일

본인 사회가 작기 때문에 사회 계에 있어 신경이 많이 쓰임.

◦이곳은 반 으로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이지만 이국 인 분 기보다는 

한 한 주택지라는 느낌임. 주거지를 지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음.

3. 한국인 사업자

◦동부이 동이 다른 지역보다 일본 사람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곳에 가게를 내게 됨. 찾아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도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가족단 의 일본인을 자주 볼 수 있음.

◦음식 이나 마트에서 일본과 비슷한 분 기가 난다고 생각함. 이러한 분

기를 살려서 개발을 하면 여기만의 고유한 분 기가 유지되기 힘들 것

임. 그리고 하나뿐인 큰 길을 따라 상 이 발달되어 있고 나머지는 좁은 

골목이라 개발도 어려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손님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개발을 하면 주거지역인 이곳 고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분 기가 없어질 

것 같음.

4. 일본인 사업자

◦동부이 동에 일본풍의 가게가 많긴 하지만 오히려 외국 같은 기분은 이

태원이나 남 문 쪽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음.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 분 기를 느끼기 해서 온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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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을 것 같음. 일본 분 기로 조성되면 나쁠 것은 없지만 길 자체

가 좁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것 같음. 조용한 분 기가 좋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음.

5. 한국인 방문자

◦일본인을 상으로 하는 상 들보다 지나치게 번화하지 않은 분 기, 편

안한 느낌 등이 동부이 동의 매력임. 지로 개발을 하면, 재의 분

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됨.

◦차라리 일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

각함. 를 들어,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보도환경을 개선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등 다른 지역과 다름을 조 씩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는 것이 이곳에 필요할 략임.

6. 일본인 방문자

◦동부이 동은 지가 아닌 주거지의 이미지임. 일본  책자, 홈페이

지 등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굳이 한국에 와서 일본을 느끼러 이곳에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음.

◦사업체의 고 문구에는 일본어가 많이 보이지만, 거리의 표지  등은 일

본어가 병기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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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에스닉 씬 심층조사의 함의

◦각 에스닉 동별 특성이 차별화되어 있음.

◦가리 동( 림동)은 활발한 에스닉 로벌 빌리지로 성장하길 원함.

◦이 동은 어메니티의 에스닉  특성보다는 조용한 주거지를 지향함.

◦서래마을은 로벌 빌리지와 거주지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함.

◦서울시의 로벌 빌리지 정책사업이 서울 씬별 공간특성을 반 하여 

객 심만이 아닌 지역 거주자  사업자, 그리고 객의 의견을 포

으로 반 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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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 LA, NY, Chicago 비교

제1절 자료 수집

1. 자료처리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한 서울의 어메니티 자료를 기반으로, 클라크가 미국 

도시 씬의 연구에서 사용한 어메니티  일치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취합

하여 서울, LA, NY, Chicago 비교를 한 자료를 구성함.

－서울의 521개 어메니티 목록을 기 으로, 미국의 Yellow Page의 314 

어메니티와 Bizzip 자료의 194개의 어메니티로부터 133개의 공통 어메

니티 목록을 추출함.

－어메니티 추출 과정에서 하나의 어메니티가 비교 국가의 여러 어메니

티를 포 하는 경우에는 어메니티들의 총합을 비교 상으로 함.

◦서울과 미국 도시 자료 취합과정 시

－서울의 521개 어메니티  하나인 담배소매와 유사한 항목들인 Cigar 

shops와 Tabaco stands는 Yellow Page 자료에서, Tabaco stores는 Bizzip 

자료에서 추출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이용함.

－서울의 521개 어메니티  여행 련 어메니티인 국내 여행사업, 일반 

 국외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약 서비스업을 통합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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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izzip 자료에서 Tour operators와 Travel agencies를, Yellow Page 자

료에서 Wilderness outfitters’ Guides & Tours와 Recreational Trips & 

Guides를 통합한 변수와 비교함.

2. 한·미 비교를 위한 어메니티 점수 부여

◦어메니티별 통주의, 자기표 , 공리주의, 카리스마, 평등주의, 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합리성, 지역주의, 국가주의, 기업성, 에

스닉으로 구성되는 5개의 Scene Dimension 수를 부여함. Dimension 

수는 1 에서 5 까지의 척도로 구성됨.

◦ 수부여의 기 을 설정하기 해 Thurstone 척도법을 기본으로 하여 미

국 문가들이 부여한 수의 평균값을 취하고, 에스닉 등 국가  특성이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하여, 미국과 한국 특성에 따른 Scene Dimension 

수를 부여함.

－‘한식 음식 업’의 에스닉 Dimension 수를, 한국은 3.0, 미국은 5.0

으로 부여함.

－‘ 식 음식 업’의 에스닉 Dimension 수를, 한국은 4.0, 미국은 4.6

으로 부여함.

－‘일식 음식 업’의 에스닉 Dimension 수를, 한국은 4.0, 미국은 4.6

으로 부여함.

－‘서양식 음식 업’의 에스닉 Dimension 수를, 한국은 4.0, 미국은 4.4

으로 부여함.

－‘두발미용업’의 과시성 Dimension 수를, 한국은 3.0, 미국은 4.0 으

로 부여함.

－‘두발미용업’의 화려함 Dimension 수를, 한국은 3.0, 미국은 4.0 으

로 부여함.



제5장 서울, LA, NY, Chicago 비교  87

3. Performance Score 개요

◦이 연구에서 서울의 Performance Score를 계산한 방식과 동일함.

◦<표 5-1>은 서울, LA, NY, Chicago의 15개 Dimension별 Performance 

Score를 나타냄.

SEOUL LA NY CHICAGO

전통주의 3.377 3.176 3.164 3.216 

자기표현 3.202 3.242 3.213 3.139 

공리주의 2.760 2.618 2.676 2.663 

카리스마 3.160 3.301 3.246 3.239 

평등주의 3.037 3.009 3.004 3.031 

근린성 3.112 3.137 3.133 3.188 

격식성 3.127 3.280 3.262 3.315 

과시성 3.084 3.125 3.129 3.067 

화려함 3.030 3.145 3.140 3.007 

일탈성 2.848 2.733 2.757 2.659 

합리성 2.851 2.874 2.898 2.867 

지역주의 3.034 3.072 3.107 3.083 

국가주의 2.939 2.904 2.915 2.873 

기업성 2.965 3.013 3.039 2.979 

에스닉 3.041 3.043 3.042 3.026 

<표 5-1> 서울, LA, NY, Chicago의 Performance Score

◦미국과 한국의 공통 어메니티를 추출하여 Performance Score 도출을 한 

자료로 이용하 으나, 공통 어메니티가 133개로 충분하지 못함.

◦공리주의, 일탈성, 합리성, 국가주의, 기업성 Dimension의 경우, 비교를 

한 어메니티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Dimension보다 Performance 

Score가 낮게 나와 상 인 비교는 가능했으나, 보다 정확한 비교를 수

행하기 어려움 이 한계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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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 씬 요소별 Performance Score 분석

1. 정당성

◦ 통주의,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기표 , 카리스마로 구성됨.

<그림 5-1> 정당성 - 전통주의, 자기표현, 공리주의

◦ 통주의  성향은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Chicago가 그다음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자기표  성향은 LA가 가장 높았고, Chicago가 가장 낮았

음. 두 번째로 높은 NY와 세 번째로 높은 Seoul의 차는 크지 않았음. 공

리주의  성향은 서울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NY, Chicago, LA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공리주의 Performance Score가 다른 Dimension 수보다 낮

게 산출된 것은 공리주의롤 표 하는 어메니티 종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임.

◦ 통주의의 경우 서울이 미국의 다른 도시보다 높은 것은 역사성이 요

한 원인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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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당성 - 카리스마, 평등주의

◦카리스마는 LA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평등주의

 성향은 서울이 가장 높으나, 도시별 차이가 미미함.

◦카리스마의 경우 서울이 미국의 도시들에 비해 히 낮게 나타난 것

은 문화 소비와 인물들, 특히 명사(名士) 간의 연결 고리가 미국의 도시

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임.

2. 연극성

◦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으로 구성됨.

◦근린성은 서울이 가장 낮고, Chicago가 가장 높게 나타남. 격식성의 경우, 

서울이 가장 낮았고, 미국 도시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남. 과시성은 NY와 

LA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상 으로 높은 과시성을 보이고 

있음.

◦격식성의 경우, 서울은 뮤지컬, 오페라 등의 문화 소비가 낮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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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연극성 - 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그림 5-4> 연극성 - 화려함, 일탈성

도시들에 비해 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됨.

◦과시성은 서울이 화랑과 박물 이 많이 있는 LA나 NY보다 낮게 나타났

지만, Chicago보다는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음.

◦화려함은 LA와 NY가 높고, 서울과 Chicago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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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고, Chicago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은 근린성이 가장 낮고 일탈성이 가장 높은 반면, Chicago는 근린성

이 가장 높고, 일탈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의 근린성이 미국 

도시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 단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단됨.

◦일탈성을 표 하는 공통 어메니티의 종류가 충분하지 못했던 자료의 한계

가 일탈성의 Performance Score가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작용함.

◦과시성과 화려함은 NY와 LA가 서울과 Chicago보다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클라크의 연구에 따르면, 화려함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도시 

발달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의 화려함을 

높이는 정책  고려가 필요함.

3. 진실성

◦지역주의, 에스닉, 국가주의, 기업성, 합리성으로 구성됨.

<그림 5-5> 진실성 - 합리성, 지역주의,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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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은 NY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도시

의 차이는 크지 않음. 지역주의의 경우 NY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

게 나타남. 국가주의  성향은 서울이 미국의 도시보다 높게 나타남.

◦서울만의 특색을 강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혹은 산업이 많지 않은 이 

서울의 지역주의가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단됨.

◦국가주의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비교 상인 4개 도시  서울

만이 수도로서 가장 많은 국가주의  어메니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5-6> 진실성 - 기업성, 에스닉

◦기업성은 NY가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남. 에스닉 성향의 경우 

LA가 가장 높고, Chicago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도시별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음.

◦향후 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상 재고를 하여 기업성과 련한 어메

니티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에스닉의 경우 서울이 미국의 도시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다양

한 에스닉 어메니티를 보유해서라기보다 미국 도시들에 비해 국과 일



제5장 서울, LA, NY, Chicago 비교  93

본 음식 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국과 일본 음식 을 제외하면 

서울의 에스닉 수가 크게 떨어짐. 따라서 향후, 다양한 에스닉 어메니티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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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제안

제1절 서울 씬 지도의 가치와 활용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씬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 자료를 작성했

다는 에 있음. 즉 기존의 서울시 도시공간을 구별하는 여러 기 에 객

성 있는 기 과 자료를 추가했다는 에서 의의가 큼. 특히 서울시의 

문화공간 정책을 해서는 이 자료가 향후 기 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향후 15개의 세부 Dimension으로 자료를 확 할 경우 서울시 공간 체

를 씬이라는 개념으로 악할 수 있고 이것은 기존의 자료에 더하여 정책

수립을 한 새로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도시 씬 자료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된다면 

기존의 연구에 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함. 한 가지 로 이 

연구에서는 씬자료와 서울서베이를 연결하여 서울 시민의 특성을 새로운 

축으로 볼 수 있었음. 이것은 정책 수립을 한 새로운 시사 을 제공하

여 .

◦씬 지도는 그 자체로서 서울시 도시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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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씬 지도는 서울의 마 을 한 공간 정체성과 특징 확보 등 

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음. 

◦기존의 마 은 주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만 씬 지도는 서울시의 사

업체 자료와 E-Yellow Page를 바탕으로 한 객  자료라는 에서 마

의 과학성을 높일 수 있음. 한 로벌 씬이나 보헤미안 씬과 같은 개

념과 자료는 서울시 을 한 새로운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음.

◦도시 씬 자료는 정책수립의 과정  방법에 새로운 시사 을 제시함. 기

존의 지역공간 마  략에서 행정기 의 톱다운(top-down)방식의 정

책사업은 주민 참여의 결여라는 한계가 있음. 이런 맥락에서 지역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여러 과정들이 거주민, 방문객, 지역 사업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이 져야 한다는 은 매우 요함. 거주자, 사업자, 방문객

에 한 종합 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씬의 정책화는 지역 심

(community-centered) 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할 것임.

제2절 서울 씬 결과와 서울시 사업의 연계

◦도시 씬 자료는 재 권역별 테마에 맞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과

정에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을 연구할 수 있는 기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도시 씬 자료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즉,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한강콘텐츠를 서울 각 지역의 

씬 특성과 결합시키는 것임. 서울의 각 지역  씬을 고려하여 이를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테마와 연결한다면 사업의 특이성과 실성 그리고 실효

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즉 ‘제2의 한강르네상스’를 해서는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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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유지하되 서울시 지역의 씬  특성을 고려한 지역 심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요함. 

◦도시 씬 자료는 각 자치구의 특성화사업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를 들어 로벌 씬이 강하게 나타난 강남과 종로는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심으로 특성화하고, 구나 홍 입구는 

객이나 거주민이 보헤미안 인 느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여

야 함.

◦도시 씬 자료는 디자인서울의 콘텐츠와 련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

음. 서울시가 디자인수도를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와 문화를 발 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한 노력은 그 성과가 높을 것으로 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서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는 디자인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임. 씬 연구는 여기에 요한 해답

을 제시해 주는데, 를 들어 강남과 같은 로벌 씬 지역에는 이의 특성

에 맞는 디자인을 통해 로벌 씬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홍 지역은 보

헤미안  디자인을 통해 이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을 제시해  수 있음. 

◦도시 씬은 도시의 문화공간을 설명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소비’ 지

향의 정치문화를 설명하는 개념이기도 함. 이런 에서 씬 지도는 정치문

화 인 면에서 거주자의 특징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함. 기존의 정

치문화는 강남과 강북이라는 계층  축이거나 보수와 진보라는 축으로 

서울시민의 정치문화를 바라보았다면 서울 씬 자료는 사회인구학  자료

에 더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정치  지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즉, 씬 자

료는 도시주민의 다양한 정치문화를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주

민의 수요에 기 한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로벌 빌리지 사업 한 주민, 사업자, 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 연구의 에스닉 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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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에스닉 씬이 서로 다른 지향성을 보이고 있음. 를 

들어 림동(가리 동)은 특구로의 발달을 바라는 반면, 일본풍이 유

지된 동부이 동은 조용한 주거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향후 로벌 빌

리지 사업은 각 에스닉 씬의 특징에 맞게 사업자, 거주자, 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제3절 국제 비교를 통한 서울시의 위상제고

◦이 연구의 서울, LA, Chicago, New York 비교는 씬 로젝트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미국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는 통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화려함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미국, 

유럽, 일본, 국의 도시 씬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모습이 국

제 인 에 계속 으로 실린다면 서울시의 상을 간 으로 제고하

는 효과가 있음. 특히 기존의 도시비교가 도시를 경쟁력과 같은 하나의 축

으로 비교하여 서열화하 다면, 도시 씬 로젝트의 도시 비교는 각 도시

의 특징들을 강조한다는 에서 도시 간 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서울시의 도시 씬  특징을 국제 기 의 15개 sub- dimension으로 

확 하여 연구할 경우 서울시의 각 거주민의 특성, 선호도, 취향을 더욱 

세부 으로 악할 수 있으며 문화 어메니티 측면에서 각각의 커뮤니티

가 더욱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서울’을 기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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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 5 3 3 3

슈퍼마켓 3 3 3 3 3

체인화 편의점 3 3 3 3 3

재래시장 4 2 3 3 3

전자상거래업 3 3 3 3 5

기타 통신 판매업 3 3 3 3 5

복권발행 및 판매업 3 3 4 3 3

성인용품판매 3 3 5 3 3

애견용품판매 3 3 3 3 3

생활용품판매 3 3 3 3 3

수입품판매점 2 4 3 4 3

혼수전문점 4 3 3 3 3

의류할인점 3 4 3 3 3

곡물소매 3 3 3 3 3

육류소매 3 3 3 3 3

수산물소매 3 3 3 3 3

청과물소매 3 3 3 3 3

담배소매 3 3 3 3 3

떡전문점 5 3 3 3 3

건강식품판매점 3 3 3 3 3

제과점업 3 4 3 3 3

아이스크림전문점 3 5 3 3 3

반찬가게 3 3 3 3 3

유기농식품판매점 3 4 3 3 3

김치판매점 5 3 3 3 3

섬유/직물소매 3 3 3 3 3

직물제품소매 3 3 3 3 3

수예품판매 3 3 3 3 3

뜨개방 3 3 3 3 3

셔츠/내의소매 3 4 3 3 3

외의소매 3 4 3 3 3

Dimension score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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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티크 3 5 3 3 3

한복 소매업 5 4 3 3 3

예복전문점 3 5 3 3 3

승복판매 4 3 3 3 3

신발소매 3 4 3 3 3

의복/악세사리소매 3 4 3 3 3

가방/가죽제품소매 3 4 3 3 3

의류소매 3 4 3 3 3

웨딩드레스판매 3 5 3 3 3

교복판매 3 3 3 3 3

민속의류판매 5 3 3 3 3

골프의류판매 3 4 3 3 3

무용복판매 3 4 3 3 3

가구소매 3 3 3 3 3

중고가구 소매업 3 2 3 3 3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3 2 3 3 3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3 2 3 3 3

목세공품소매 4 3 3 3 3

주방용품소매 3 3 3 3 3

가전제품소매 3 3 3 3 3

조명기구/전기용품소매 3 3 3 3 3

보일러/난방용품소매 3 3 3 3 3

냉동냉장/냉난방기소매 3 3 3 3 3

욕실용품소매 3 3 3 3 3

철물/건설자재소매 3 2 3 3 3

페인트/유리제품소매 3 3 3 3 3

인테리어소매 3 4 3 3 3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3 3 3 3 3

고서적판매 5 3 3 3 3

중고서적판매 3 3 3 3 3

종교서적소매 3 3 3 3 3

문구용품소매 3 3 3 3 3

컴퓨터/사무용기기소매 3 3 3 3 3

사진/광학/정밀기기소매 3 3 3 3 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 5 3 3 3

인장/도장 3 3 3 3 3



부록  113

전통주의 화려함 일탈성 에스닉 글로벌

종교용품소매 3 3 3 3 3

운동/경기용품소매 3 3 3 3 3

오락게임기구/장난감소매 3 3 3 3 3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 3 3 4 3

화랑 3 4 3 3 3

음반/테이프소매 3 3 3 3 3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5 4 3 3 3

동물사육관련소매 3 3 3 3 3

악기 소매업 3 4 3 3 3

자동차 신품 판매업 3 5 3 3 4

중고 자동차 판매업 3 2 3 3 3

자동차 세차업 3 2 3 3 3

자동차 임대업 3 3 3 3 4

자동차부품소매 3 2 3 3 3

자동차수리소매 3 2 3 3 3

이륜차소매/수리 3 2 3 3 3

차량연료소매 3 3 3 3 3

의약품소매 3 3 3 3 3

한약방 5 3 3 3 3

의료용품소매 3 3 3 3 3

화장품소매 3 4 3 3 3

가정용연료소매 3 3 3 3 3

가전제품 수리업 3 2 3 3 3

가구할인점 3 4 3 3 3

철도운송 3 3 3 3 3

버스운송 3 3 3 3 3

택시운송 3 3 3 3 3

전세버스운송 3 3 3 3 3

정기노선도로화물운송 3 3 3 3 3

특수화물자동차운송 3 3 3 3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 3 3 3 3 3

장의차량 3 2 3 3 3

기타도로화물운송 3 3 3 3 3

파이프라인운송 3 3 3 3 3

국내여객선 3 4 3 3 3

국내선박화물운송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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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3 3 3 3 4

국제화물운송 3 3 3 3 4

관광선 3 5 3 3 4

정기항공운송 3 3 3 3 4

부정기항공운송 3 3 3 3 4

화물취급업 3 2 3 3 4

보통창고업 3 2 3 3 3

냉장창고업 3 2 3 3 3

위험물품보관 3 2 3 3 3

농산물창고 3 2 3 3 3

기타창고업 3 2 3 3 3

철도운수유지서비스 3 3 3 3 3

철도역 3 3 3 3 3

지하철역 3 4 3 3 3

여객터미널시설운영 3 3 3 3 3

톨게이트 3 3 3 3 3

폐차장 3 2 3 3 3

주차장 3 3 3 3 3

항구/해상터미널시설운영 3 3 3 3 3

항공터미널시설운영 3 4 3 3 5

항공기지상관리 3 3 3 3 3

비행관제서비스 3 3 3 3 3

공항지상서비스 3 3 3 3 3

화물운송대리 3 3 3 3 3

화물중개/대리 3 3 3 3 3

선박/항공기중개 3 3 3 3 3

포장/검수/유사서비스 3 3 3 3 3

자동차관련대행서비스 3 3 3 3 3

우편업 3 3 3 3 4

유선통신업 3 3 3 3 4

무선통신업 3 3 3 3 4

부가통신업 3 3 3 3 4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 3 3 3 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3 3 3 3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 3 3 3 4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3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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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3 4 3 4

소프트웨어개발/자료처리 3 3 3 3 4

데이터베이스사업 3 3 3 3 4

컴퓨터기술관련서비스 3 3 3 3 4

인터넷관련사업 3 3 3 3 4

정보통신기기수리 3 3 3 3 3

TV방송업 3 5 3 3 5

라디오방송업 3 3 3 3 4

유선방송업 3 4 3 3 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 4 3 3 4

광고 대행업 3 3 3 3 3

광고물 작성업 3 3 3 3 3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 3 3 3 3

광고디자인 3 4 3 3 3

뉴스 제공업 3 3 3 3 4

신문 발행업 3 3 3 3 3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 4 3 3 4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3 3 3 3 3

서적출판 3 3 3 3 3

기록물출판 3 3 3 3 3

자연과학연구개발원 3 3 3 3 3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 3 3 3 3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 3 3 3 4

중앙은행 3 3 3 3 5

국내은행 3 3 3 3 5

외국은행 3 3 3 3 5

신용조합 3 3 3 3 4

상호저축은행 3 3 3 3 4

개발금융기관 3 3 3 3 4

금융리스업 3 3 3 3 4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 3 3 3 4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3 3 3 3 4

생명보험업 3 3 3 3 4

손해보험업 3 3 3 3 4

보증보험업 3 3 3 3 4

건강보험업 3 3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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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3 3 3 3 4

재보험업 3 3 3 3 4

증권중개업 3 3 3 3 4

선물중개업 3 3 3 3 4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3 3 3 3 4

금융시장관리업 3 3 3 3 4

비금융지주회사 3 3 3 3 4

기금운영업 3 3 3 3 4

금융지주회사 3 3 3 3 4

투자자문업 3 3 3 3 4

주거용건물임대 3 3 3 3 3

비주거용건물임대 3 3 3 3 3

기타임대 3 3 3 3 3

건물분양 3 3 3 3 3

부동산관련서비스업 3 3 3 3 3

육상운수장비임대 3 3 3 3 3

수상운수장비임대 3 3 3 3 3

항공운수장비임대 3 3 3 3 3

농업용기계장비임대 3 3 3 3 2

건설/토목공사용기계장비임대 3 3 3 3 3

사무용기계장비임대 3 3 3 3 3

광산장비임대 3 3 3 3 1

건물해체용기계장비임대 3 3 3 3 3

종합물품임대 3 3 3 3 3

서적/기타기록물임대 3 3 3 3 3

경기/오락용품임대 3 3 4 3 3

연극공연/영화제작용품임대 3 4 3 3 3

가정용가구/기기임대 3 3 3 3 3

기타임대업 3 3 3 3 3

한복대여점 5 3 3 3 3

명품대여점 3 5 3 3 3

의류임대업 3 4 3 3 3

제조업회사본부 3 3 3 3 5

기타산업회사본부 3 3 3 3 5

경영컨설팅업 3 3 3 3 4

공공관계 서비스업 3 3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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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 3 3 3 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 3 3 3 4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3 3 3 4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3 3 3 4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 3 3 3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 3 3 3 4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3 3 3 3 4

법무관련서비스업 3 3 3 3 4

회계관련서비스 3 3 3 3 4

사업/경영상담 3 3 3 3 4

건축/엔지니어링/기술서비스 3 3 3 3 4

기술시험검사/분석 3 3 3 3 4

고용알선업 3 3 3 3 4

인력공급업 3 3 3 3 4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3 3 3 3 4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 3 3 3 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 3 3 3 4

건축물 일반 청소업 3 3 3 3 3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 3 3 3 3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4 3 3 3 3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3 4 3 3 4

사진촬영/처리 3 3 3 3 3

사업지원서비스업 3 3 3 3 3

산업용 세탁업 3 3 3 3 3

가정용 세탁업 3 3 3 3 3

세탁물 공급업 3 3 3 3 3

이용업 3 4 4 3 3

두발미용업 3 5 3 3 3

기타미용업 3 5 3 3 3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3 2 3 3 3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3 2 3 3 3

예식장업 3 4 3 3 3

욕탕업 3 3 3 3 3

한식 음식점업 4 3 3 3 3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 3 3 3 3

중식 음식점업 3 3 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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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음식점업 3 3 3 5 3

서양식 음식점업 3 3 3 5 3

출장 음식 서비스업 3 3 3 3 3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 3 3 3 3

도너츠전문점 3 3 3 3 3

치킨전문점 3 3 3 3 3

비빔밥전문점 5 3 3 3 3

콩요리전문점 5 3 3 3 3

게장전문점 5 3 3 3 3

인도음식전문점 3 3 3 5 3

이탈리아요리전문점 3 3 3 5 3

뷔페 3 3 3 3 3

홍어전문점 5 3 3 3 3

위탁급식업체 3 3 3 3 3

몽골전문음식점 3 3 3 5 3

사철탕전문점 5 3 3 3 3

동남아음식전문점 3 3 3 5 3

퓨전음식전문점 3 3 3 4 3

베트남음식전문점 3 3 3 5 3

일반유흥 주점업 3 4 4 3 3

무도유흥 주점업 3 5 5 3 3

극장식주점 3 5 5 3 3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 3 5 5 4 3

호프전문점 3 4 4 3 3

로바다야끼 3 4 4 4 3

카페 3 4 3 3 3

커피전문점 3 5 3 3 3

대포집 4 3 4 3 3

민속주점 5 3 4 3 3

칵테일전문점 3 5 4 3 3

사주카페 4 4 3 3 3

라이브카페 3 5 4 3 3

전통찻집 5 4 3 3 3

휴게소 3 3 3 3 3

종합병원 3 3 3 3 4

한방병원 5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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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3 2 3 3 3

일반의원 3 3 3 3 3

성형외과의원 3 5 3 3 4

요양병원 3 3 3 3 3

접골원 4 3 3 3 3

침술원 5 3 3 3 3

유사의료업 3 3 3 3 3

응급구조대 3 3 3 3 3

조산원 4 3 3 3 3

마사지업 3 5 4 3 3

피부미용업 3 5 3 3 3

상담치료 3 3 3 3 3

요양/산후조리 3 3 3 3 3

수의업 3 3 3 3 3

유아 교육기관 3 3 2 3 3

초등학교 3 3 2 3 3

중학교 3 3 2 3 3

일반 고등학교 3 3 2 3 3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3 3 3 3 3

공업 고등학교 3 3 3 3 3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3 3 3 3 3

대학 3 3 2 3 3

특수학교 3 3 2 3 3

외국인학교 3 3 2 3 3

대안학교 3 3 2 3 3

사회교육시설 3 2 2 3 3

향교 5 3 2 3 3

예절지도 5 3 2 3 3

디자인학원 3 4 3 3 3

예술학원 3 4 3 3 3

텔런트/스튜어디스 3 5 3 3 3

서예학원 4 3 3 3 3

외국어학원 3 3 3 4 3

기독교단체 3 3 2 3 3

불교단체 4 3 2 3 3

천주교단체 3 3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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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4 3 2 3 3

원불교 4 3 2 3 3

성공회 3 3 2 3 3

정교회 3 3 2 3 3

기도원 3 3 2 3 3

수녀원 3 3 2 3 3

수도원 3 3 2 3 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 3 3 3 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 3 3 3 4

영화관 운영업 3 5 3 3 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 3 3 3 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 3 3 3 4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 3 3 3 4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3 3 4 3 3

광고매체 판매업 3 3 3 3 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 3 3 3 4

연극/음악/예술관련사업 3 5 3 3 3

도서관 3 3 3 3 3

독서실 3 3 3 3 3

고시원 3 3 3 3 3

유적지 5 3 3 3 3

미술관 3 4 3 3 3

박물관 5 3 3 3 3

과학관 3 3 3 3 3

식물원 3 3 3 3 3

동물원 3 3 3 3 3

수목원 3 3 3 3 3

자연체험학습장 3 3 3 3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3 3 3 3 3

국내 여행사업 3 3 3 3 3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3 3 3 3 4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 3 3 3 4

호텔업 3 5 3 3 5

유스호스텔 3 3 3 3 4

여관업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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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운영업 3 4 3 3 4

캠프장 3 3 3 3 3

스포츠 교육기관 3 3 3 3 3

스포츠 서비스업 3 3 3 3 3

프로스포츠경기운영 3 3 3 3 4

실내 경기장 운영업 3 3 3 3 3

실외 경기장 운영업 3 3 3 3 3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3 3 3 3 4

스포츠 클럽 운영업 3 4 3 3 3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 5 3 3 3

수영장 운영업 3 3 3 3 3

격투기장 3 3 4 3 3

볼링장 운영업 3 3 3 3 3

탁구장 3 3 3 3 3

당구장 운영업 3 3 3 3 3

궁도장 4 3 3 3 3

야구연습장 3 3 3 3 3

골프장 운영업 3 5 3 3 3

스케이트장 3 3 3 3 3

사격장 3 3 3 3 3

테니스/스쿼시/베드민턴장 3 3 3 3 3

스키장 운영업 3 4 3 3 3

야구장 3 3 4 3 3

경주장 운영업 3 3 5 3 3

축구장 3 3 3 3 3

승마장 3 5 3 3 3

레저스포츠 3 4 3 3 3

수상오락 서비스업 3 4 3 3 3

요트장 3 5 3 3 3

낚시장 운영업 3 3 3 3 3

카지노 3 5 5 3 5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3 3 4 3 3

무도장 운영업 3 4 4 3 3

오락장 운영업 3 3 4 3 3

전자 게임장 운영업 3 3 4 3 3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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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3 3 3 3 3

노래연습장 운영업 3 4 4 3 3

기원 운영업 3 3 3 3 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 5 3 3 4

스티커사진방 3 3 3 3 3

보드게임방 3 3 3 3 3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 2 3 3 3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 2 3 3 3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 3 3 3 3

그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 3 3 3 3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3 3 3 3 3

노인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3 3 3 3 3

보육시설 운영업 3 3 3 3 3

폐기물수집처리 3 1 3 3 3

폐수/분노수거처리 3 1 3 3 3

환경관련측정/검사서비스 3 3 3 3 3

국회 3 3 3 3 3

청와대 3 3 3 3 3

국가정보원 3 3 3 3 3

감사원 3 3 3 3 3

기획재정부 3 3 3 3 3

조달청 3 3 3 3 3

통계청 3 3 3 3 3

통일부 3 3 3 3 5

국민권익위원회 3 3 3 3 3

기상청 3 3 3 3 3

금융위원회 3 3 3 3 3

법제처 3 3 3 3 3

국가보훈처 3 3 3 3 3

행정안전부 3 3 3 3 3

국세청 3 3 3 3 3

관세청 3 3 3 3 4

금융감독원 3 3 3 3 3

국세심판원 3 3 3 3 3

해양수산부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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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청 3 3 3 3 3

광역시청 3 3 3 3 3

도청 3 3 3 3 3

시청 3 3 3 3 3

구청 3 3 3 3 3

군청 3 3 3 3 3

주민센터 3 3 3 3 3

마을/시민회관 3 3 3 3 3

쓰레기매립장 3 1 3 3 3

하수처리장 3 1 3 3 3

선박출입항신고소 3 3 3 3 4

국가기록원 3 3 3 3 3

교육과학기술부 3 3 3 3 3

국사편찬위원회 5 3 3 3 3

학술원 3 3 3 3 3

문화체육관광부 3 3 3 3 5

국립중앙박물관 4 3 3 3 3

국립중앙도서관 3 3 3 3 3

국립중앙극장 3 4 3 3 3

국립현대미술관 3 4 3 3 3

한국예술종합학교 3 4 3 3 3

보건복지가족부 3 3 3 3 3

국립의료원 3 3 3 3 3

국립정신병원 3 2 3 3 3

국립재활원 3 3 3 3 3

환경부 3 3 3 3 3

공중보건의료업 3 3 3 3 3

입양소 3 3 3 3 3

노동부 3 3 3 3 3

농림수산식품부 3 3 3 3 3

농림수산관련시험장 3 3 3 3 3

산림청 3 3 3 3 3

어판장 3 3 3 3 3

건설교통부 3 3 3 3 3

방송통신위원회 3 3 3 3 3

지식경제부 3 3 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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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3 3 3 3 3

국토해양부 3 3 3 3 3

외교통상부 3 3 3 3 5

국방부 3 3 3 3 3

유엔군 3 3 3 3 5

군부대 3 3 3 3 3

법무부 3 3 3 3 3

교도소 3 1 2 3 3

검찰청 3 3 2 3 3

경찰청 3 3 2 3 3

경찰서 3 3 2 3 3

소방서 3 3 3 3 3

보호관찰소 3 1 3 3 3

검문소 3 3 2 3 3

법원 3 3 3 3 3

등기소 3 3 3 3 3

헌법재판소 3 3 3 3 3

선거관리위원회 3 3 3 3 3

대사관 3 3 3 5 5

문화원 3 3 3 5 5

국제기구 3 3 3 5 5

외국기관 3 3 3 5 5

노동조합 3 3 3 3 3

종교단체 3 3 3 3 3

정치단체 3 3 3 3 3

문화단체 3 4 3 3 3

소비자단체 3 3 3 3 3

언론단체 3 3 3 3 3

연예인단체 3 4 3 3 3

동우회단체 3 3 3 3 3

환경보호단체 3 3 3 3 3

여성단체 3 3 3 3 3

학회단체 3 3 3 3 3

노인회 3 3 3 3 3

협회단체 3 3 3 3 3

종친회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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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3 3 3 3 3

봉사단체 3 3 3 3 3

학교법인 3 3 3 3 3

향우회 3 3 3 3 3

청소년단체 3 3 3 3 3

영농조합 3 3 3 3 3

장학회 3 3 3 3 3

저작권협회 3 3 3 3 4

재향군인회 3 3 3 3 3

로터리클럽 3 3 3 3 4

라이온스클럽 3 3 3 3 4

부녀회 3 3 3 3 3

원예조합 3 3 3 3 3

산림조합 3 3 3 3 3

가정문제상담 3 3 3 3 3

시민단체 3 3 3 3 3

청소년상담소 3 3 3 3 3

청년회의소 3 3 3 3 3

도덕협회 3 3 3 3 3

번영회 3 3 3 3 3

협동조합-기타 3 3 3 3 3

산악회 3 3 3 3 3

전우회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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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53 사직동 3.13 3.28 3.16 3.07 3.40 

1101054 삼청동 3.38 3.20 2.97 3.30 3.17 

1101055 부암동 3.22 3.27 2.89 3.06 3.13 

1101056 평창동 3.26 3.20 2.92 3.11 3.13 

1101057 무악동 3.24 3.12 2.94 3.03 3.09 

1101058 교남동 3.24 3.16 3.02 3.04 3.17 

1101060 가회동 3.30 3.14 3.00 3.11 3.23 

1101061 종로1·2·3·4가동 3.14 3.65 3.32 3.07 3.27 

1101063 종로5·6가동 3.10 3.22 3.04 3.03 3.16 

1101064 이화동 3.20 3.29 3.02 3.09 3.17 

1101065 혜화동 3.20 3.31 3.04 3.11 3.11 

1101066 명륜3가동 3.19 3.30 3.05 3.06 3.12 

1101067 창신1동 3.24 3.25 3.05 3.05 3.23 

1101068 창신2동 3.23 3.29 3.04 3.04 3.09 

1101069 창신3동 3.09 3.28 3.01 3.04 3.07 

1101070 숭인1동 3.06 3.20 2.99 3.05 3.24 

1101071 숭인2동 3.27 3.17 3.07 3.07 3.18 

1101072 청운효자동 3.20 3.22 2.97 3.07 3.21 

1102052 소공동 3.11 3.33 3.17 3.07 3.41 

1102054 회현동 3.20 3.51 3.17 3.06 3.16 

1102055 명동 3.12 3.56 3.33 3.09 3.35 

1102057 필동 3.14 3.17 3.04 3.02 3.23 

1102058 장충동 3.15 3.16 3.01 3.03 3.23 

1102059 광희동 3.07 3.38 3.19 3.19 3.18 

1102060 을지로동 3.14 3.23 3.18 3.03 3.17 

1102061 신당1동 3.14 3.23 3.01 3.03 3.14 

1102062 신당2동 3.21 3.16 3.00 3.04 3.23 

1102063 신당3동 3.23 3.38 3.01 3.10 3.13 

1102064 신당4동 3.16 3.27 3.02 3.05 3.20 

1102065 신당5동 3.30 3.27 3.10 3.05 3.16 

1102066 신당6동 3.17 3.24 3.00 3.04 3.26 

Performance score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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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67 황학동 3.18 2.73 3.03 3.02 3.04 

1102068 중림동 3.18 3.15 3.03 3.05 3.19 

1103051 후암동 3.16 3.16 3.00 3.06 3.11 

1103052 용산2가동 3.14 3.29 3.01 3.08 3.13 

1103053 남영동 3.17 3.17 3.04 3.07 3.20 

1103057 원효로2동 3.09 3.09 3.00 3.03 3.21 

1103058 효창동 3.14 3.07 2.96 3.02 3.16 

1103059 용문동 3.21 3.27 3.05 3.02 3.14 

1103063 이촌1동 3.13 3.26 3.00 3.18 3.15 

1103064 이촌2동 3.10 3.13 3.01 3.02 3.10 

1103065 이태원1동 3.21 3.31 3.16 3.20 3.12 

1103066 이태원2동 3.13 3.27 3.02 3.14 3.15 

1103069 서빙고동 3.11 3.19 3.00 3.23 3.29 

1103070 보광동 3.22 3.32 3.04 3.03 3.08 

1103071 청파동 3.19 3.21 3.00 3.07 3.13 

1103072 원효로1동 3.17 3.09 3.04 3.06 3.18 

1103073 한강로동 3.11 3.22 3.17 3.04 3.16 

1103074 한남동 3.14 3.24 3.07 3.18 3.26 

1104052 왕십리2동 3.15 3.30 3.01 3.04 3.14 

1104054 마장동 3.20 3.14 3.00 3.02 3.14 

1104055 사근동 3.17 3.17 3.03 3.05 3.13 

1104056 행당1동 3.29 3.29 2.97 3.08 3.09 

1104057 행당2동 3.13 3.47 2.99 3.07 3.13 

1104058 응봉동 3.10 3.28 2.97 3.02 3.12 

1104059 금호1가동 3.17 3.26 3.00 3.02 3.09 

1104062 금호4가동 3.19 3.27 3.04 3.03 3.09 

1104065 성수1가1동 3.11 3.07 3.01 3.02 3.13 

1104066 성수1가2동 3.26 3.18 3.03 3.04 3.14 

1104067 성수2가1동 3.14 3.06 3.03 3.02 3.17 

1104068 성수2가3동 3.31 3.14 3.07 3.05 3.31 

1104069 송정동 3.11 3.11 3.02 3.02 3.23 

1104070 용답동 3.17 2.88 3.03 3.02 3.13 

1104071 왕십리도선동 3.20 3.17 3.04 3.03 3.17 

1104072 금호2·3가동 3.29 3.18 3.00 3.02 3.09 

1104073 옥수동 3.13 3.26 2.93 3.03 3.15 

1105053 화양동 3.24 3.27 3.13 3.06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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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54 군자동 3.20 3.22 3.01 3.05 3.16 

1105055 중곡1동 3.23 3.23 3.05 3.03 3.10 

1105056 중곡2동 3.07 3.27 3.03 3.05 3.14 

1105057 중곡3동 3.16 3.32 3.08 3.02 3.06 

1105058 중곡4동 3.17 3.27 3.01 3.03 3.08 

1105059 능동 3.17 3.24 3.03 3.02 3.19 

1105060 구의1동 3.22 3.19 3.11 3.06 3.21 

1105061 구의2동 3.19 3.27 3.04 3.04 3.16 

1105062 구의3동 3.21 3.23 3.00 3.05 3.19 

1105063 광장동 3.14 3.23 3.00 3.06 3.20 

1105064 자양1동 3.22 3.23 3.02 3.02 3.18 

1105065 자양2동 3.15 3.26 2.99 3.03 3.14 

1105066 자양3동 3.15 3.27 2.97 3.03 3.15 

1105067 자양4동 3.20 3.24 3.07 3.04 3.12 

1106071 회기동 3.25 3.26 3.06 3.15 3.09 

1106072 휘경1동 3.18 3.18 3.02 3.03 3.11 

1106073 휘경2동 3.14 3.21 2.98 3.05 3.08 

1106080 청량리동 3.23 3.18 3.03 3.04 3.14 

1106081 용신동 3.22 3.26 3.17 3.04 3.19 

1106082 제기동 3.20 3.07 3.01 3.03 3.08 

1106083 전농1동 3.16 3.27 3.01 3.02 3.09 

1106084 전농2동 3.19 3.25 3.06 3.04 3.10 

1106085 답십리1동 3.31 3.10 3.03 3.10 3.12 

1106086 답십리2동 3.17 2.89 3.00 3.10 3.08 

1106087 장안1동 3.06 3.11 3.04 3.02 3.14 

1106088 장안2동 3.18 3.20 3.06 3.04 3.07 

1106089 이문1동 3.16 3.39 3.09 3.05 3.06 

1106090 이문2동 3.19 3.22 3.02 3.07 3.07 

1107052 면목2동 3.20 3.22 3.02 3.02 3.08 

1107054 면목4동 3.21 3.29 3.04 3.04 3.05 

1107055 면목5동 3.18 3.25 3.04 3.04 3.09 

1107057 면목7동 3.11 3.21 3.03 3.05 3.09 

1107059 상봉1동 3.13 3.22 3.03 3.03 3.09 

1107060 상봉2동 3.28 3.23 3.11 3.05 3.10 

1107061 중화1동 3.13 3.29 3.00 3.04 3.11 

1107062 중화2동 3.22 3.11 3.06 3.0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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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64 묵1동 3.16 3.25 3.02 3.03 3.11 

1107065 묵2동 3.23 3.14 3.02 3.03 3.13 

1107068 망우3동 3.28 3.34 2.98 3.03 3.06 

1107069 신내1동 3.23 3.24 2.97 3.05 3.07 

1107070 신내2동 3.12 3.26 2.98 3.05 3.10 

1107071 면목본동 3.23 3.28 3.04 3.03 3.07 

1107072 면목3·8동 3.25 3.32 3.09 3.02 3.05 

1107073 망우본동 3.08 3.27 3.05 3.03 3.11 

1108058 돈암1동 3.11 3.23 2.92 3.02 3.09 

1108059 돈암2동 3.10 3.27 2.91 3.01 3.14 

1108060 안암동 3.21 3.17 3.02 3.10 3.11 

1108061 보문동 3.19 3.18 3.04 3.03 3.23 

1108062 정릉1동 3.18 3.14 3.00 3.03 3.07 

1108063 정릉2동 3.19 3.25 2.99 3.04 3.10 

1108064 정릉3동 3.28 3.19 2.92 3.04 3.05 

1108065 정릉4동 3.19 3.27 2.98 3.04 3.07 

1108066 길음1동 3.15 3.33 3.00 3.03 3.12 

1108068 길음2동 3.16 3.37 3.09 3.05 3.10 

1108071 월곡1동 3.24 3.33 3.01 3.03 3.09 

1108072 월곡2동 3.08 3.20 3.01 3.06 3.14 

1108076 장위1동 3.20 3.26 2.98 3.02 3.07 

1108077 장위2동 3.25 3.22 3.05 3.02 3.07 

1108078 장위3동 3.25 3.12 3.00 3.04 3.06 

1108081 성북동 3.17 3.18 2.94 3.08 3.17 

1108082 삼선동 3.22 3.22 3.03 3.03 3.14 

1108083 동선동 3.24 3.32 3.04 3.08 3.10 

1108084 종암동 3.20 3.25 3.01 3.03 3.10 

1108085 석관동 3.23 3.21 3.02 3.05 3.09 

1109060 번1동 3.22 3.16 3.09 3.02 3.18 

1109061 번2동 3.14 3.18 2.97 3.04 3.10 

1109062 번3동 3.12 3.23 2.97 3.03 3.09 

1109063 수유1동 3.09 3.29 2.98 3.04 3.09 

1109064 수유2동 3.17 3.25 2.99 3.03 3.07 

1109065 수유3동 3.23 3.36 3.19 3.05 3.11 

1109069 삼양동 3.16 3.30 2.99 3.03 3.08 

1109070 미아동 3.22 3.24 3.03 3.0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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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71 송중동 3.22 3.29 3.03 3.05 3.10 

1109072 송천동 3.25 3.12 3.01 3.03 3.13 

1109073 삼각산동 3.17 3.31 3.02 3.02 3.08 

1109074 우이동 3.39 3.21 3.00 3.03 3.05 

1109075 인수동 3.07 3.39 3.07 3.02 3.07 

1110051 쌍문1동 3.15 3.24 2.94 3.07 3.05 

1110052 쌍문2동 3.17 3.28 3.00 3.03 3.08 

1110053 쌍문3동 3.17 3.30 3.03 3.03 3.11 

1110054 쌍문4동 3.07 3.29 2.94 3.03 3.06 

1110055 방학1동 3.24 3.20 3.09 3.05 3.09 

1110056 방학2동 3.18 3.29 2.98 3.04 3.05 

1110057 방학3동 3.16 3.24 2.96 3.03 3.08 

1110059 창1동 3.18 3.26 3.00 3.03 3.10 

1110060 창2동 3.17 3.27 2.96 3.02 3.06 

1110061 창3동 3.20 3.28 3.02 3.03 3.05 

1110062 창4동 3.16 3.17 3.04 3.03 3.19 

1110063 창5동 3.17 3.26 3.01 3.06 3.10 

1110064 도봉1동 3.11 3.21 2.95 3.02 3.11 

1110065 도봉2동 3.19 3.20 3.00 3.05 3.10 

1111051 월계1동 3.22 3.25 2.99 3.04 3.09 

1111052 월계2동 3.04 3.24 2.99 3.02 3.11 

1111053 월계3동 3.16 3.28 3.00 3.01 3.07 

1111056 공릉2동 3.06 3.32 2.99 3.06 3.08 

1111058 하계1동 3.17 3.21 2.94 3.04 3.10 

1111059 하계2동 3.08 3.15 2.98 3.01 3.07 

1111060 중계본동 3.22 3.36 3.00 3.09 3.05 

1111061 중계1동 3.09 3.37 2.95 3.06 3.07 

1111064 중계4동 3.24 3.19 3.00 3.05 3.05 

1111065 상계1동 3.25 3.25 2.96 3.04 3.09 

1111066 상계2동 3.23 3.35 3.08 3.06 3.06 

1111069 상계5동 3.16 3.28 2.96 3.03 3.07 

1111072 상계8동 3.11 3.25 2.97 3.02 3.09 

1111073 상계9동 3.10 3.25 2.98 3.04 3.10 

1111074 상계10동 3.09 3.21 3.01 3.05 3.13 

1111075 공릉1·3동 3.19 3.20 3.00 3.04 3.15 

1111076 상계3·4동 3.26 3.23 2.95 3.0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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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77 상계6·7동 3.15 3.30 3.05 3.05 3.16 

1111078 중계2·3동 3.16 3.24 2.98 3.06 3.06 

1112051 녹번동 3.21 3.22 2.99 3.03 3.14 

1112052 불광1동 3.23 3.27 2.99 3.03 3.10 

1112055 갈현1동 3.19 3.28 3.02 3.04 3.08 

1112056 갈현2동 3.11 3.33 2.93 3.03 3.08 

1112057 구산동 3.23 3.27 3.02 3.03 3.10 

1112058 대조동 3.19 3.28 3.01 3.04 3.11 

1112059 응암1동 3.15 3.30 3.00 3.02 3.08 

1112060 응암2동 3.17 3.33 3.01 3.05 3.09 

1112065 신사1동 3.19 3.08 3.02 3.03 3.08 

1112066 신사2동 3.24 3.07 2.89 3.04 3.17 

1112067 증산동 3.12 3.30 2.98 3.04 3.09 

1112068 수색동 3.22 3.31 3.05 3.04 3.05 

1112071 진관동 3.16 3.25 3.00 3.03 3.07 

1112072 불광2동 3.07 3.34 3.13 3.05 3.13 

1112073 응암3동 3.11 3.26 2.94 3.04 3.06 

1112074 역촌동 3.19 3.28 3.02 3.04 3.09 

1113052 천연동 3.17 3.26 3.01 3.01 3.13 

1113062 홍제1동 3.17 3.32 3.01 3.05 3.09 

1113064 홍제3동 3.12 3.26 3.00 3.04 3.09 

1113065 홍제2동 3.18 3.22 3.01 3.03 3.11 

1113066 홍은1동 3.07 3.38 2.98 3.04 3.11 

1113068 홍은2동 3.19 3.16 2.96 3.05 3.10 

1113069 남가좌1동 3.10 3.30 3.19 3.01 3.11 

1113070 남가좌2동 3.17 3.26 3.01 3.06 3.06 

1113071 북가좌1동 3.09 3.11 2.98 3.02 3.11 

1113072 북가좌2동 3.19 3.31 3.01 3.04 3.09 

1113073 충현동 3.20 3.14 2.99 3.05 3.26 

1113074 북아현동 3.18 3.28 3.01 3.03 3.10 

1113075 신촌동 3.21 3.47 3.23 3.16 3.11 

1113076 연희동 3.07 3.21 3.03 3.12 3.14 

1114059 용강동 3.18 3.20 3.05 3.06 3.28 

1114060 대흥동 3.21 3.19 3.02 3.05 3.17 

1114061 염리동 3.06 3.26 2.99 3.05 3.19 

1114063 신수동 3.04 3.17 2.99 3.0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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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66 서교동 3.13 3.52 3.35 3.09 3.27 

1114068 합정동 3.13 3.18 3.02 3.04 3.24 

1114069 망원1동 3.14 3.19 3.01 3.03 3.13 

1114070 망원2동 3.18 3.26 3.01 3.03 3.12 

1114071 연남동 3.16 3.19 3.00 3.07 3.24 

1114072 성산1동 3.16 3.11 2.98 3.03 3.24 

1114073 성산2동 3.15 3.18 2.97 3.05 3.12 

1114074 상암동 3.04 3.12 2.99 3.07 3.33 

1114075 도화동 3.12 3.19 3.02 3.05 3.27 

1114076 서강동 3.15 3.28 3.00 3.09 3.20 

1114077 공덕동 3.15 3.18 3.01 3.05 3.24 

1114078 아현동 3.17 3.22 3.05 3.04 3.20 

1115051 목1동 3.19 3.31 3.02 3.07 3.29 

1115052 목2동 3.17 3.27 2.99 3.04 3.12 

1115053 목3동 3.09 3.34 3.01 3.04 3.16 

1115054 목4동 3.19 3.31 2.99 3.03 3.11 

1115057 신월1동 3.15 3.28 2.96 3.02 3.08 

1115058 신월2동 3.14 3.07 3.02 3.02 3.07 

1115059 신월3동 3.18 3.27 2.99 3.03 3.06 

1115060 신월4동 3.20 3.16 2.98 3.04 3.05 

1115061 신월5동 3.20 3.29 3.00 3.04 3.05 

1115062 신월6동 3.17 3.22 2.97 3.03 3.08 

1115063 신월7동 3.07 3.26 2.99 3.05 3.13 

1115064 신정1동 3.06 3.23 3.00 3.06 3.09 

1115065 신정2동 3.12 3.27 3.00 3.03 3.09 

1115066 신정3동 3.10 3.20 2.96 3.05 3.17 

1115069 신정6동 3.14 3.33 2.96 3.06 3.16 

1115070 신정7동 3.17 3.24 3.03 3.03 3.18 

1115071 목5동 3.26 3.30 3.06 3.02 3.07 

1115072 신정4동 3.13 3.26 2.98 3.04 3.09 

1116051 염창동 3.17 3.18 3.00 3.02 3.16 

1116052 등촌1동 3.17 3.14 3.01 3.03 3.19 

1116053 등촌2동 3.18 3.18 2.99 3.03 3.11 

1116054 등촌3동 3.16 3.11 2.98 3.05 3.22 

1116055 화곡본동 3.16 3.19 3.00 3.02 3.09 

1116057 화곡2동 3.15 3.31 2.96 3.0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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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58 화곡3동 3.20 3.32 3.02 3.03 3.10 

1116059 화곡4동 3.26 3.31 3.05 3.01 3.06 

1116061 화곡6동 3.24 3.26 3.09 3.06 3.19 

1116063 화곡8동 3.19 3.33 3.05 3.03 3.08 

1116064 가양1동 3.11 2.95 3.00 3.03 3.12 

1116065 가양2동 3.16 3.28 2.98 3.05 3.11 

1116066 가양3동 3.09 3.26 2.93 3.03 3.19 

1116067 발산1동 3.14 3.11 2.97 3.04 3.09 

1116069 공항동 3.16 3.12 3.02 3.03 3.24 

1116070 방화1동 3.18 3.24 2.99 3.03 3.09 

1116071 방화2동 3.14 3.06 2.99 3.03 3.15 

1116072 방화3동 3.14 3.25 2.96 3.02 3.10 

1116073 화곡1동 3.22 3.19 3.08 3.03 3.07 

1116074 우장산동 3.15 3.35 3.01 3.04 3.14 

1117051 신도림동 3.05 3.20 2.98 3.06 3.20 

1117052 구로1동 3.03 3.27 2.97 3.06 3.09 

1117054 구로3동 3.16 3.14 3.07 3.04 3.48 

1117055 구로4동 3.15 3.35 3.04 3.04 3.12 

1117056 구로5동 3.21 3.21 3.03 3.08 3.21 

1117061 고척1동 3.07 3.18 3.02 3.06 3.11 

1117062 고척2동 3.18 3.23 3.01 3.03 3.09 

1117064 개봉2동 3.15 3.32 3.01 3.03 3.07 

1117065 개봉3동 3.17 3.20 2.99 3.04 3.06 

1117067 오류1동 3.22 3.23 3.05 3.04 3.13 

1117068 오류2동 3.11 3.13 2.99 3.02 3.09 

1117069 수궁동 3.18 3.18 2.94 3.03 3.07 

1117070 가리봉동 3.17 3.12 3.07 3.15 3.09 

1117071 구로2동 3.11 3.23 3.17 3.04 3.36 

1117072 개봉1동 3.07 3.13 3.02 3.06 3.08 

1118051 가산동 3.11 3.26 3.19 3.04 3.47 

1118052 독산1동 3.06 3.09 3.02 3.08 3.17 

1118053 독산2동 3.17 3.24 2.99 3.04 3.07 

1118054 독산3동 3.19 3.25 3.05 3.05 3.12 

1118055 독산4동 3.19 3.24 3.07 3.03 3.10 

1118057 시흥1동 3.23 3.28 3.03 3.05 3.07 

1118058 시흥2동 3.09 3.16 2.93 3.0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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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59 시흥3동 3.14 3.04 3.00 3.03 3.24 

1118060 시흥4동 3.13 3.26 2.98 3.02 3.10 

1118061 시흥5동 3.19 3.29 3.04 3.04 3.06 

1119054 여의동 3.03 3.53 3.36 3.08 3.46 

1119055 당산1동 3.18 3.13 3.05 3.03 3.27 

1119056 당산2동 3.15 3.16 3.01 3.03 3.22 

1119061 양평1동 3.14 3.03 3.01 3.02 3.32 

1119062 양평2동 3.16 3.14 3.02 3.01 3.25 

1119063 신길1동 3.19 3.31 3.06 3.05 3.10 

1119065 신길3동 3.18 3.27 3.01 3.04 3.09 

1119066 신길4동 3.19 3.24 3.01 3.03 3.08 

1119067 신길5동 3.16 3.18 3.02 3.07 3.08 

1119068 신길6동 3.17 3.22 3.02 3.02 3.15 

1119069 신길7동 3.18 3.21 3.02 3.02 3.15 

1119070 대림1동 3.17 3.22 3.02 3.04 3.10 

1119071 대림2동 3.14 3.21 3.03 3.24 3.11 

1119072 대림3동 3.18 3.18 3.02 3.06 3.14 

1119073 영등포본동 3.26 3.30 3.02 3.11 3.08 

1119074 영등포동 3.18 3.32 3.21 3.02 3.14 

1119075 도림동 3.16 3.21 3.05 3.05 3.09 

1119076 문래동 3.17 3.06 3.01 3.05 3.30 

1120052 노량진2동 3.19 3.22 3.03 3.04 3.10 

1120053 상도1동 3.16 3.18 2.99 3.06 3.13 

1120054 상도2동 3.06 3.33 3.06 3.06 3.11 

1120055 상도3동 3.17 3.39 3.01 3.03 3.06 

1120056 상도4동 3.17 3.29 2.96 3.03 3.06 

1120063 사당1동 3.21 3.29 3.06 3.03 3.16 

1120065 사당3동 3.09 3.17 3.00 3.02 3.14 

1120066 사당4동 3.12 3.28 3.03 3.03 3.10 

1120067 사당5동 3.11 3.23 2.94 3.02 3.13 

1120068 대방동 3.15 3.15 2.99 3.05 3.15 

1120069 신대방1동 3.15 3.27 3.00 3.06 3.19 

1120070 신대방2동 3.18 3.20 3.01 3.07 3.24 

1120071 흑석동 3.21 3.23 3.00 3.05 3.10 

1120072 노량진1동 3.20 3.20 3.04 3.04 3.09 

1120073 사당2동 3.14 3.15 3.01 3.0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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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52 보라매동 3.22 3.35 3.05 3.06 3.07 

1121054 청림동 3.14 3.42 3.04 3.04 3.10 

1121057 행운동 3.08 3.31 3.02 3.03 3.15 

1121058 낙성대동 3.23 3.25 3.07 3.05 3.16 

1121061 중앙동 3.23 3.27 3.00 3.05 3.14 

1121062 인헌동 3.17 3.31 2.99 3.04 3.11 

1121063 남현동 3.19 3.24 3.04 3.05 3.16 

1121064 서원동 3.15 3.17 3.07 3.04 3.14 

1121065 신원동 3.21 3.28 3.00 3.03 3.09 

1121066 서림동 3.28 3.18 3.03 3.03 3.06 

1121068 신사동 3.19 3.23 3.01 3.06 3.11 

1121069 신림동 3.21 3.37 3.18 3.04 3.09 

1121071 난향동 3.11 3.31 2.95 3.05 3.09 

1121072 조원동 3.24 3.22 3.10 3.08 3.17 

1121073 대학동 3.22 3.17 3.12 3.07 3.06 

1121078 은천동 3.15 3.14 2.99 3.03 3.19 

1121079 성현동 3.16 3.20 3.02 3.05 3.12 

1121080 청룡동 3.22 3.15 3.02 3.04 3.15 

1121081 난곡동 3.17 3.39 2.97 3.04 3.04 

1121082 삼성동 3.20 3.31 2.99 3.04 3.05 

1121083 미성동 3.17 3.32 2.97 3.03 3.09 

1122051 서초1동 3.09 3.24 3.15 3.03 3.40 

1122052 서초2동 3.09 3.29 3.17 3.05 3.43 

1122053 서초3동 3.14 3.29 3.18 3.06 3.41 

1122054 서초4동 3.10 3.30 3.17 3.08 3.39 

1122055 잠원동 3.12 3.20 3.03 3.05 3.20 

1122056 반포본동 3.09 3.30 2.97 3.14 3.18 

1122057 반포1동 3.06 3.29 3.06 3.04 3.22 

1122058 반포2동 3.06 3.18 2.98 3.02 3.18 

1122059 반포3동 3.16 3.25 3.01 3.09 3.21 

1122060 반포4동 3.24 3.38 3.00 3.14 3.22 

1122061 방배본동 3.04 3.39 3.05 3.06 3.24 

1122062 방배1동 3.12 3.12 3.05 3.03 3.30 

1122063 방배2동 3.15 3.11 3.00 3.07 3.27 

1122064 방배3동 3.08 3.16 3.00 3.04 3.28 

1122065 방배4동 3.13 3.17 3.01 3.0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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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66 양재1동 3.08 3.23 3.16 3.02 3.31 

1122067 양재2동 3.23 3.12 3.06 3.06 3.33 

1122068 내곡동 3.16 3.03 2.94 3.01 3.13 

1123051 신사동 3.10 3.73 3.32 3.07 3.27 

1123052 논현1동 3.04 3.39 3.19 3.03 3.33 

1123053 논현2동 3.11 3.36 3.18 3.06 3.34 

1123058 삼성1동 3.12 3.33 3.18 3.12 3.39 

1123059 삼성2동 3.08 3.35 3.20 3.04 3.38 

1123060 대치1동 3.13 3.17 2.99 3.08 3.26 

1123063 대치4동 3.08 3.14 2.96 3.04 3.30 

1123064 역삼1동 3.13 3.48 3.37 3.07 3.41 

1123065 역삼2동 3.07 3.26 3.17 3.05 3.42 

1123066 도곡1동 3.10 3.16 3.01 3.05 3.32 

1123067 도곡2동 3.12 3.14 3.00 3.08 3.31 

1123068 개포1동 3.07 3.17 2.97 3.02 3.16 

1123071 개포4동 3.06 3.14 3.01 3.04 3.29 

1123072 일원본동 3.09 3.13 2.98 3.01 3.13 

1123073 일원1동 3.23 3.25 3.02 3.05 3.13 

1123074 일원2동 3.19 3.30 2.97 3.11 3.17 

1123075 수서동 3.15 3.12 2.99 3.04 3.33 

1123076 세곡동 3.11 2.70 2.98 3.03 3.10 

1123077 압구정동 3.17 3.45 3.03 3.17 3.20 

1123078 청담동 3.09 3.58 3.19 3.10 3.24 

1123079 대치2동 3.13 3.15 2.97 3.04 3.23 

1123080 개포2동 3.06 3.18 2.95 3.03 3.14 

1124051 풍납1동 3.15 3.23 3.04 3.03 3.15 

1124052 풍납2동 3.13 3.24 2.98 3.03 3.16 

1124053 거여1동 3.15 3.16 3.00 3.04 3.08 

1124054 거여2동 3.16 3.29 2.98 3.04 3.08 

1124055 마천1동 3.17 3.27 2.95 3.03 3.06 

1124056 마천2동 3.09 3.31 2.93 3.04 3.08 

1124057 방이1동 3.08 3.18 3.00 3.07 3.25 

1124058 방이2동 3.17 3.22 3.09 3.03 3.24 

1124059 오륜동 3.17 3.51 2.96 3.11 3.21 

1124060 오금동 3.16 3.17 2.98 3.04 3.14 

1124061 송파1동 3.18 3.22 3.03 3.0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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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62 송파2동 3.06 3.18 2.96 3.03 3.18 

1124063 석촌동 3.18 3.22 3.05 3.04 3.20 

1124064 삼전동 3.16 3.23 3.02 3.04 3.14 

1124065 가락본동 3.22 3.27 3.08 3.08 3.28 

1124066 가락1동 3.17 2.94 2.98 3.01 3.17 

1124067 가락2동 3.07 3.17 2.97 3.04 3.23 

1124068 문정1동 3.14 3.20 2.99 3.04 3.16 

1124069 문정2동 3.10 3.13 2.98 3.01 3.17 

1124070 장지동 3.15 3.16 2.94 3.03 3.13 

1124071 잠실본동 3.15 3.45 3.21 3.04 3.14 

1124075 잠실4동 3.04 3.13 2.98 3.02 3.25 

1124077 잠실6동 3.05 3.39 3.03 3.12 3.44 

1124078 잠실7동 3.06 3.36 2.92 3.06 3.12 

1124079 잠실2동 3.05 3.20 2.94 3.02 3.33 

1124080 잠실3동 3.19 3.61 2.99 3.13 3.11 

1125051 강일동 3.15 2.84 2.93 3.03 3.10 

1125052 상일동 3.13 3.16 2.95 3.04 3.09 

1125053 명일1동 3.23 3.25 3.04 3.04 3.07 

1125054 명일2동 3.12 3.19 2.89 3.05 3.07 

1125055 고덕1동 3.07 3.10 3.01 3.03 3.09 

1125056 고덕2동 3.07 3.08 3.02 3.03 3.11 

1125058 암사2동 3.12 3.19 3.09 3.03 3.07 

1125059 암사3동 3.20 3.06 2.99 3.10 3.08 

1125061 천호1동 3.05 3.18 3.10 3.02 3.10 

1125063 천호3동 3.07 3.23 3.16 3.01 3.10 

1125065 성내1동 3.07 3.15 3.11 3.03 3.21 

1125066 성내2동 3.06 3.19 3.13 3.04 3.16 

1125067 성내3동 3.07 3.22 3.10 3.02 3.14 

1125070 둔촌1동 3.09 3.07 2.97 3.03 3.07 

1125071 둔촌2동 3.08 3.11 2.99 3.03 3.11 

1125072 암사1동 3.09 3.21 3.13 3.0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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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부록3

1. 몽골 - 광희동

성별 나이 이주경로 국적 직업 거주지 비고

A 남 47
공무수행

(국민보험담당자)
몽골 공무원 몽골타운

합법

체류자

B 여 48 친척방문→취업 몽골 세탁공장 동대문
불법

체류자

C 여 45 사업 몽골
몽골타운내 

가게운영
동대문

합법

체류자

D 남 41 사업 몽골 식당운영 동대문
합법

체류자

E 여 36 - 한국 직장인 서울 종로구

F 남 27 - 한국 대학생 서울 용산구

<인터뷰 대상자>

 

질문：한국에 오게 된 계기나 몽골타운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3년

동안 파견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B：몽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다. 가족 4명이 있지만 자녀들이 

커가면서 몽골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져 한국 내 친척이 초대를 

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이지만 돈을 벌고 있는 중이예요.

C：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몽골하고 가까운 아시아나라 

중의 하나여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어요. 



부록  139

D：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몽골타운 내에

서 몽골인들을 위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E：동대문에 놀러왔다가 몽골타운이 유명하다고 해서 놀러왔어요.

F：친구가 동대문에 놀러가자고 해서 왔는데 몽골타운이라 곳이 있다고 하여 

왔어요.

질문：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공무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러나 매일 몽골사람만 상대하다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몽골타운에 자주 들려요.

B：한국에 있으면서 힘든 점이 많아요. 한국어가 너무 어렵고 청바지 공장에

서 일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몸도 아프고 피곤해요. 아침 일찍부

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더 힘든 것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어디가 아픈지 말 하는 게 어려워서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 고등학생 아들을 공부 못시켜줘서 

힘들어요. 힘들지만 몽고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버텨야 해요.

C：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아서 

다 내도 몽골인 사업자를 위해 관리해주는 곳이 없어요.

D：우선 한국인들은 몽골인을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

아요. 한국인들은 몽골인이라고 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도 

60년대에는 가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

각해요. 한국과 몽골과의 문화차이로 힘든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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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국 사람으로서 다문화가 공존하는 곳에 오면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E：이곳에 오면 많은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지만 아직은 아시아계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들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요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아서 

한국 사람으로서 많이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불친절하거나 친절하

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F：처음 방문한 곳이라 몽골타운이 어떤 느낌의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 패션과 대중문화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동대문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 생각해요. 몽

골타운은 방문한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알

려진 것이라 생각해요. 이곳에 데리고 온 친구도 인터넷에서 몽골타운이

란 곳을 알게 되었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사동이나 

강남을 특별한 지역색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노력하

였듯이 몽골타운도 몽골인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질문：몽골타운에 한국인이 오나요? 몽골인에게 몽골타운이 주는 의미는 무

엇인가요?

A：주말에는 구경을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한국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거의 없어요. 몽골타운은 몽골인들을 위해 사업을 하고 이곳에서 

만큼은 불법, 합법 체류자라는 딱지를 떼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B：아니오. 한국인을 여기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별로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한국말을 배워야겠다는 필요성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인은 낯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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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몽골타운 근처에 사는 사업주와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여기 주민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몽골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나라 사람

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굳이 말을 하자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몽골 종업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젊은 종업원을 채용했다가 문제가 가끔 발생해서 사이가 안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질문：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B：요즘 들어서 나 같은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체류자들 때문에 창피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이들 합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왔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해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한이 많아져 

힘들어요.

C, D：앞에 분이 말한 것과 같이 몽골타운에 “소매치기 집단”이 2~3개월 전

에 생겼어요. 총 20여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은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이

들 소매치기 집단은 일반인들의 가방, 휴대폰을 빼앗고, 몽골타운에서 영

업 중인 몽골인들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고 술주정을 부리는 행동을 해

서 골치가 아파요. 한국 경찰이 항상 단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몽골인 경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F：현재 몽골타운의 건너편에 있는 동대문운동장의 개발이 한창이듯이 이곳 

또한 몽골타운이 아닌 한국인과 몽골인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관광특구가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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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가리봉동

성별 나이 이주경로 국적 직업 거주지 비고

A 남 - - 한국 식당운영 서울 구로구

B 여 - 친척방문→취업 중국 식당직원 대림동
불법

체류자

C 여 - 결혼
한국

(조선족)

식료품

가게운영
대림동

D 여 30대 중반 취업 중국 회사원 가리봉동

E 남 45 - 한국 직장인 서울 관악구

F 여 28 - 한국 학생
서울 

가리봉동

< 인터뷰 대상자 >

 

질문：한국에 오게 된 계기나 이곳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B：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였는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친척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 친척방문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돌아

가지 않고 일하고 있다. 

C：나도 B양과 같은 목적으로 왔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국 남편

을 만나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D：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서 나도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척방문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정식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고 싶어서 중국에 다시 돌아가 한

국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하고 

있다.

E：오늘 휴무일이라 가족들과 같이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

는데 이곳에 오면 전통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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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새

롭다.

질문：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B：내가 중국인이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식당주인들이나 사장님들

이 불합당한 대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가

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C：나는 다행히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지금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이곳이 재개발지역이고 일용

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자체가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많

이 훼손되어 있다. 

D：처음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을 때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무시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지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옛날처럼 무시

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외국

인으로서의 느낌을 주는 행동은 지울 수 없다.

질문：이곳에 오면 특별한 지역색을 느낄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곳에는 중국인의 70%가 살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인천 차이나

타운과 같이 개발을 통한 중국의 차이나타운이 아닌 이곳에는 일용직 노

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더욱 슬럼화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다. 안산이나 인천에서 느낄 수 없는 중국인들만의 거주문화와 가리봉

동만의 차이나타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은 아닐까?

E：가족과 함께 중국음식이 생각날 때면 이곳을 방문하지만 인천 차이나타운

의 느낌과는 또 다른 지역색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들만의 소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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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작은 시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밤에 오면 노동자들

이 양꼬치집에 앉아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꼭 

내가 중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F：이곳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예전보다 더 슬럼화되어 가는 것

은 사실이다. 사실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고, 중국

식당이나 중국과 관련된 많은 사업체나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이 지역에 

살면서도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지를 착각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질문：중국인에게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B：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인 나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터전이고 

나의 제2 고향이기도 하다. 이곳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살면서 형성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중국인들에게는 꿈의 지역

인 것이다.

C：처음에 왔을 때는 일하는 곳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남편과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고 고향이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향소식을 전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자

신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한다.

D：이젠 나에게는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이 없었더라면 쉽

게 포기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가리봉

동에 오면 고향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정보교류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만

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질문：근처에 사는 사업주와 주민들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식당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과 사업주의 관

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신과 불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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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한국인들과는 달라서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근

성은 어떨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 그리고 중국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녁이나 밤에 중국인들이 술주정 등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국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인들

이 거주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집들이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로 인

해 재개발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집값도 내려가고 

한국인의 집주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다.

F：사업주와의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인들

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타국인을 위해서는 

한국사람으로서 배려하고 문화차이를 인정해야겠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

고 살기에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 특히 가리봉동의 경우는 인천 

차이나타운과 달리 관광을 위한 지역이 아니고 중국인들의 삶을 위한 터

전으로 자리잡아온 곳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 대한 본질은 바꿀 수가 없

다. 따라서 거주민과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서 중국인들도 한국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질문：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중국인과 한국인의 사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거주민들이나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과 

달리 한번 관광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

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B：불법체류자에게도 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고 내가 왜 불법체류자의 신분

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당성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리봉동은 나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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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인천 차이나타운을 관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가리봉동을 

방문하여 더 많이 알려주고 문화를 같이 느낀다면 더욱더 지역적인 특색

을 살려나갈 수 있고 나와 같은 상인들도 더 힘이 나서 일을 하게 될 것

이다.

E：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살기좋고 서로 윈-

윈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간다면 중국의 정신과 문화, 한국의 정

신과 문화의 양면을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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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 반포4동

구분 성별 국적 이주경로 직업 거주지 비고

A 거주자 여 프랑스 남편의 전근 주부 반포4동

B 거주자 여 프랑스 남편의 전근 주부 반포4동

C 거주자 여 한국 남편의 전근 주부 반포4동 프랑스인과 결혼

D 사업자 남 한국 - 공인중개사 송파동

E 방문자 여 한국 - 학생 성북동

< 인터뷰 대상자 >

질문：한국에 오게 된 계기나 이곳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남편이 한국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회사에서 서래마

을을 거주지로 추천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B：남편의 전근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곳을 프랑스 사람들이 거주

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았다. 우리가 보기에 이곳은 다른 거대한 한국의 

아파트촌보다는 덜 위협적이고 덜 우울하며, 더 단정하고 살 보람이 있는 

곳이다. 이곳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이다.

C：이곳에서 2년 정도 거주를 했다. 처음에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학

교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한국 교육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E：이모가 90년대 후반 정도에 서래마을로 이사오게 되면서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2~3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오기도 한다. 또 동네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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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

인가요?

A：이웃들은 친근하게 대하지만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리

고 고향에서 떠나왔기에 가족과 친구들이 거의 없다. 

E：서래마을의 장점은 마을로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의 유명 

관광지나 중심지들이 인산인해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방문객이나 거주자들

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에 비하여 서래마을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적한 느낌이 좋다. 단점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접근성이 좀 떨

어진다는 것이다.

질문：이곳에 오면 특별한 지역색이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나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A：이곳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은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고 있

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정체성 같은 것이 조금 있어서 다른 한국 지역

보다는 친숙하고 멀리 떨어진 기분이 덜 든다.

 

B：친구들과 이웃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서 대부분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껴 

행복한 것 같다. 이곳은 따뜻한 커뮤니티다. 자주 서로서로 보고 같이 프

랑스 음식을 만든다. 이곳의 특징은 다른 곳보다 다양하고 협력적이라는 

것이다. 이곳 밖에 사는 친구들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커뮤니티 정체성은 프랑스인 사이에서만 있는 것 같다. 한국어도 영어도 

일어도 못하는 프랑스인 사이에서 말이다. 이런 프랑스 친구들은 매일 모

인다. 이곳은 살기에 매우 멋진 곳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도 좋은 곳

이다.

C：10년동안 한국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니 이곳이 프랑스인 마을로 유명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런 지명은 이곳에서 살면서 느끼고 얻은 것이 아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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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이곳에 살면서 이웃들과의 소통은 주로 

학교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의 학교는 학부모회가 매우 

잘 결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짧은 기간 거주하는 프랑스인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 최대한 한국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관광지를 방문하는데 관광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 정도이다. 이번 주에는 이천 도자기마을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배우러 간다. 또, 음식을 잘하는 엄마가 있으면 요리를 배우

거나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 엄마들에게 프랑스어 강습도 한다. 이

런 면에서 이웃들과의 소통이 많은 편이다.

D：동네분위기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파트처럼 획일화되

어 있지 않아서 넉넉한 느낌을 준다. 

E：프랑스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마을 곳곳에서 외국인을 접할 수 

있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또 주변 레스토랑에 가끔 들르는데 레스토

랑 운영시간이 서울의 다른 지역 레스토랑과 차이가 있는 것도 흥미롭다. 

예를 들면 점심과 저녁시간 사이의 ‘준비시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것

이다. 물론 다른 지역의 레스토랑 중에서도 오픈준비시간을 갖는 곳이 있

지만 이 지역에는 유난히 그런 곳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지역색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프랑스학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들을 대

상으로 한 상점들도 곳곳에 생겨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문화에 대

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와인을 마시고 달팽이요리를 먹는 등의 

행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급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타인에게 ‘보이

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서래마을은 왠지 남들

과는 다른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도 든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와 블로거들의 영향력도 한 몫 거들

었다고 생각한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서래마을과 관련된 정보 등이 떠

돌기 시작하면서 실제의 서래마을 그 자체보다 특정한 이미지로서의 서래

마을이 재창조되었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 그러한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왠지 가보고 싶어지고 정말 작은 프랑스 마을에 들어선 기분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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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도 발동되고. 그러다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인 서래마을의 구획보다 사람들 인식 속에 있는 서래마을이라는 브랜드가 

더 크게 다가오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질문：프랑스인에게 서래마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곳은 같은 국적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마치 고향에 있는 지인을 만나

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다. 여기는 서로서로 얽혀 있는 고향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의 가족, 이웃 주부들

과도 만나면서 외로움을 달랜다.

D： 이곳은 강남3구에서 가장 독특하게 구성된 동네이다. 외국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서민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동네와 비슷한 이곳, 서래마을로 모이는 것 같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서래마을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질문：근처에 사는 사업주와 주민들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상점 사람들과 배달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알지 못한다. 

B：거주자들과 상인들과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 같다. 

D：몇몇 사업자들은 언어적 능력을 길러서 외국인들을 더 쉽게 고객으로 모

시려고 노력한다.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영어나 프랑스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계속 공부를 시킨다. 이러한 사무적인 일 말고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웃들 사이에는 외국 

유학파 출신들은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언어적 한계 때문

에 소통이 힘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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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곳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A：거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래마을이 유명해진 이유는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어서 인 것 같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스타일 또한 좋다. 여기가 상

업화되어 가는 것은 몰랐다. 하지만 여기를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

이 별로 없다. 여기는 우리가 고향에 갈 때까지만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

이다.

B：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좋지 않다. 하지만 방문객

들의 증가는 더욱 문화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상업화되는 것도 거주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난 여기서 몇 년 더 거주할 것이고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 없다.

C：요즘 서초구는 이곳을 프랑스 문화마을로 개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공간적인 아름다움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이곳에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예쁜 단독주택들을 헐고 빌라를 짓는 일이 많아졌다. 너무 안타깝

다. 아름다운 주택들이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서래마

을의 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풍의 건축물들이 없다. 단

순히 카페들만 즐비하다. 만약 정말 프랑스 문화마을을 원한다면 건축물

들의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

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반대하는 편인 것 같다. 최근에 유명세를 타면서 

차들이 많아져 아이들이 다니기에 위험해졌다.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서 카페만 들어서고 있어서 안타깝다. 또, 거주민들을 전혀 고려하

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최근에 마트가 근처에 생겨서 그나마 나아졌다. 

서울에 관광명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하나의 콘셉트에 

맞는 공간적인 변화부터 시도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명패부터 걸어놓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D：서래마을에는 맛집이 많이 있다. 금요일 밤에서 일요일에는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중년 부부들이 많이 찾아온다. 대중교통과 떨어져 있기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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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즈넉한 동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나는 이곳에 살진 않지만 거주하

기에는 참 좋은 마을이다. 여건이 된다면 이곳에 살고 싶지만 만약 관광

지역으로 개발된다면 고즈넉한 마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E：방문자 입장에서 본다면 서래마을은 더 유명해질 것이다. 특히 앞서 말한 

바 있듯 인터넷 시대, 특히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폭

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방문객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라 생

각한다. 삼청동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한적한 작은 동네였지만 지금은 

각종 블로그와 개인홈페이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여러 사

람들이 꾸준히 방문하여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질문：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C：서래마을은 생활비가 비싸고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

었으면 좋겠다.

E：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내판이 좀 더 알기 쉽게 변하였으면 좋겠다. 거주

자를 위해서나 방문객을 위해서나 알기 쉬운 안내판과 길 이름 정리가 이

루어진다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부록  153

4. 일본 - 동부이촌동

구분 성별 국적 이주경로 직업 거주지 비고

A 사업자 남 일본인 취업 상점 연신내

B 방문자 남 한국인 - 무역 동작동

C 사업자 여 한국인 - 상점 이촌동 일본에서 거주경험

D 거주자 여 한국인 - 주부 이촌동

E 거주자 여 일본인 남편의 전근 주부 이촌동

F 방문자 여 일본인 여행 주부 일본 

< 인터뷰 대상자 >

질문：한국에 오게 된 계기나 이곳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올해 4월부터 상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5년 전에 한국에 왔다. 부모와 

아내,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서 왔고 연신내에 거주하고 있다. 아는 분을 

통해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B：이전에 동부이촌동에서 직장을 다녔고 오늘은 다른 볼일을 보러 왔다가 

예전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 마지막 방문일은 약 한 달 전쯤이며 가끔 생

각날 때마다 동부이촌동을 찾고 있다. 방문 이유는 동부이촌동만의 분위

기 때문이다. 길을 걷거나, 작은 가게를 들리거나 하는 편이다. 동부이촌

동에서 일하기 전에도 동부이촌동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예전의 구 반포

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번화하지도 않고 편안한 듯, 오래된 그런 느낌의 

건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거주자가 많음은 알고 있었고, 또 오

고가면서 일본인 가족들을 자주 마주치기도 한다. 동부이촌동을 찾는 방

문자들은 일본 취향의 맛집을 주로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C：일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왔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오픈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 손님이 종종 오는 편이다. 일

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서 불편한 점은 없다. 일본어로 

상품에 대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고객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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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가게 앞에 상품에 대해 알려주는 보드판이 있었다). 동부이촌동에는 

다른 지역보다 일본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곳에 가게를 내게 

되었다. 찾아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다른 지역

보다 확실히 가족단위의 일본인을 자주 볼 수 있다.

E：남편이 서울로 전근을 오게 돼서 서울에 오게 되었다. 남편의 회사는 이 

근처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일본인학교 버스가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부이촌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건물이 좀 낡고 물가도 비싸긴 하지만 이

곳은 일본어가 통하는 병원이 많고 살기 편한 곳이다.

F：동부이촌동에 사는 친구집에 놀러왔다.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곳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친구가 없었다면 이곳에 올 일도 없었

을 것 같다. 다른 관광지들과 다르게 조용한 느낌이 들지만, 일반 주거지

역 같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서양인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질문：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

인가요?

E：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편하고 교통도 편리하다. 종로, 강남 등 중심부에 

나가는 것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다. 

너무 일본인이 많아서 좀 귀찮을 때도 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을이 크지 않아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

다. 게다가 일본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기 때문에 가끔은 귀찮다. 그리

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기도 해서 신경 쓰게 된다. 일본이면 전부 일본

인이니까 신경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 대부분 

자신의 아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 특히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 힘들다. 하지만, 일본 전국에서 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점은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과는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

인데 가장 큰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간단한 인사정도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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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곳에 오면 특별한 지역색이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나요?

A：동부이촌동에는 다른 곳보다 일본 느낌의 가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것

은 일본인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느낌의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동부이촌동에 그런 가게가 있

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 같은 기분은 이태원이나 남대문 쪽에서 더 많

이 느낄 수 있는 듯하다.

D：동부이촌동에서 일본인을 자주 만나는 편이고, 아이들 때문에도 종종 부

딪히기는 하지만 따로 교류하거나 만나는 일은 없다. 이곳에는 지역 커뮤

니티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 일본인이 많이 살아서 

좋은 점은 특별히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인들이 예의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이 지역에 산 지도 오래됐고 그런 사람

들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특별함을 모르겠다. 따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외국인이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전혀 없다. 아이들 학원에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지역은 태권도나 음악학원, 교회 등에서도 한국/일본인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섞이지 않고 

소통할 일도 적다. 

E：전반적으로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이다. 아오야마 같은 고급주택지 느낌이

다.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많이 없다. 하지만 이국적

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보다는 이태원이 이국적 분위기가 더 느

껴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일본이 느껴진다

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주택지의 느낌이다.

질문：일본인에게 동부이촌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동부이촌동 내에 일본인이 많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70%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다. 가게 손님의 10% 정도가 일본인

이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업소가 많은 것 같다. 여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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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인은 한국어가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을 특

별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대화 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일본인의 특성

상 반갑게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일은 많지 않다(일본인 사이의 거리감 

같은 게 있다. 한국인과는 다른 일본인의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F：일본인들과 많이 마주치긴 했지만, 일본인이 이 마을의 주(主)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 더 눈에 띈다. 물론, 일본어로 써 있

는 간판들이 많고 부동산업소와 병원에서 일본어로 상담을 해 준다는 광

고를 하고 있고, 일식 레스토랑, 일본식품을 파는 마트 등이 있는 것은 

신기하다.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등의 분위기 때문에 일본인 

마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의 다른 주거지역이랑 많은 차이가 있

는 것 같지 않다.

질문：이곳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A：사람들이 동부이촌동에 오는 이유가 일본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이곳이 일본 분위기로 조성되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만 하나뿐인 큰 길을 따라 가게가 있고,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개발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개발되어 가게가 잘 되고 주민들이 편해지는 것

은 괜찮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싫다. 

그리고 큰 슈퍼나 할인마트가 생기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이 지

역 사람들은 물가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을 시작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일본인의 맛을 전해주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굳이 이곳이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

은 잘 못 느끼는데 이곳의 조용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동부이촌동은 주거지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곳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굳이 우리 동네랑 비슷한 곳에 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일본 느낌의 특화 거리로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발하면 지금의 이미지조차도 나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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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 일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걷고 싶은 거리로만 바뀌어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낡은 시설 보수, 보도환경 개선 등). 다른 지역이지만 익숙한 느낌

이 드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가는 것이 동부이촌동에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C：한국에 온 지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일본 느낌

의 가게가 많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의 분위기와 비슷한 점이 있

다고 생각한다(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동부이촌동의 분위기를 살려서 개

발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찾아오려고 하겠지만 여기만의 분위기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이곳은 하나뿐인 큰 길을 따라 상점들

이 발달해 있는데 골목 사이가 좁기 때문에 개발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장소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고 이태원이나 인사동과 같

은 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다. 사람

이 많아진다고 손님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조

용한 분위기에서 장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다른 가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옆 가게의 떡집이나 부동산 같은 곳).

D：동부이촌동이 일본 분위기의 지역이라고 특별히 느껴보진 않았다. 다른 

동네에 가도 요즘은 일본식의 가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지 

이곳이 그렇게 발달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

거지역이니까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반갑지 않다. 여기가 

외국인이 많은 동네처럼 관광지가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시끄럽거나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

각).

E：어제는 불꽃놀이대회가 있어서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매우 많았지만, 평소

에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 둘러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음식점

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오지 않는다. 일식 레스토랑이 많기는 하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맛이 달라 잘 가지 않아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오는지 잘 모르겠다. 일본인 학교가 개포동에서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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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람들이 이전처럼 동부이촌동을 찾지 않을 것이다. 

다들 이곳에 꼭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래서 이곳에 일본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살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일본인보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서양사람들이 더 많다.

F：작은 일본인 마을로 개발하기에는 일본 같은 느낌이 부족한 것 같다. 그

리고 주거지이고, 아파트가 많으며, 지역도 좁아서 개발하기도 힘들 것 

같다.

질문：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F：일본인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개발된다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나 사인

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식당들이 있는 건물들도 낡아서 보기 

좋지 않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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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자기표현 공리주의 카리스마 평등주의

백화점 2.8 2.6 3.8 3.2 3.0 

슈퍼마켓 3.0 3.0 2.7 3.0 3.0 

체인화 편의점 3.0 2.4 4.4 3.0 3.0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 3.0 1.6 3.0 2.4 

애견용품판매 3.0 3.0 3.0 3.0 3.0 

육류소매 3.0 3.0 3.0 3.0 3.0 

수산물소매 3.0 3.0 3.0 3.0 3.0 

청과물소매 3.0 3.0 3.0 3.0 3.0 

담배소매 3.0 3.0 2.2 3.1 2.9 

건강식품판매점 2.9 3.1 3.2 3.0 3.0 

제과점업 3.0 3.0 3.0 3.0 3.0 

아이스크림전문점 3.0 3.0 3.0 3.0 3.0 

부티크 2.7 4.1 1.8 4.3 2.1 

의복/악세사리소매 3.0 3.3 2.5 3.1 3.0 

가방/가죽제품소매 3.0 3.2 2.5 3.3 3.0 

의류소매 3.3 3.6 2.9 2.9 3.0 

웨딩드레스판매 3.2 3.8 2.0 3.0 2.0 

가구소매 3.0 3.0 3.0 3.0 3.0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3.2 3.0 3.0 3.0 3.8 

인테리어소매 3.0 3.6 2.6 3.6 3.0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3.1 3.6 2.8 3.6 3.2 

중고서적판매 4.0 4.0 2.4 4.0 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0 3.4 2.5 3.2 2.7 

오락게임기구/장난감소매 3.0 3.6 2.2 3.0 3.0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4 3.3 2.0 3.0 3.0 

화랑 3.2 4.0 2.2 3.6 3.0 

음반/테이프소매 3.0 4.0 2.5 4.0 3.0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3.0 3.0 1.8 3.0 3.0 

악기 소매업 3.0 4.0 2.4 3.4 3.0 

자동차 신품 판매업 2.8 3.6 2.4 3.0 3.0 

중고 자동차 판매업 3.2 3.0 3.0 3.0 3.0 

서울, LA, NY, Chicago 비교를 위한 Dimension 

Score：정당성
부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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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자기표현 공리주의 카리스마 평등주의

자동차부품소매 3.0 3.6 2.4 3.0 3.0 

의약품소매 3.0 3.0 4.0 3.0 3.0 

화장품소매 3.0 3.4 2.2 3.4 3.0 

주차장 3.0 3.0 4.0 3.0 3.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 2.8 3.8 3.0 3.0 

소프트웨어개발/자료처리 3.0 3.4 3.4 3.0 3.0 

컴퓨터기술관련서비스 3.0 3.6 2.2 3.0 3.0 

TV방송업 3.0 3.8 2.4 3.8 3.0 

라디오방송업 3.0 3.8 3.0 4.0 3.0 

광고 대행업 3.0 3.4 3.4 3.6 2.2 

광고물 작성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광고디자인
3.0 3.0 3.2 3.8 3.0 

신문 발행업 3.0 3.0 4.4 3.4 3.8 

서적출판 3.0 3.6 3.0 3.8 3.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2.8 3.0 2.6 3.0 3.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0 3.0 4.6 3.0 3.0 

기타임대업 3.0 3.1 2.2 3.3 2.5 

의류 임대업 3.2 3.2 2.3 3.4 2.0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0 3.4 3.0 3.2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0 3.4 2.5 3.1 3.0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 3.0 3.0 3.0 3.0 

법무관련서비스업 3.0 2.8 3.0 3.0 3.0 

사진촬영/처리 3.4 3.2 2.8 2.6 3.0 

두발미용업 3.0 3.6 2.2 3.0 3.0 

기타미용업 3.0 3.4 2.0 3.0 3.0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4.4 3.0 2.8 3.4 3.0 

한식 음식점업 4.0 3.0 3.0 3.0 3.0 

중식 음식점업 4.0 2.9 3.0 3.0 3.0 

일식 음식점업 3.8 3.0 3.0 3.0 3.0 

서양식 음식점업 3.8 3.0 3.0 3.0 3.0 

출장 음식 서비스업 3.0 3.0 3.0 3.0 3.0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0 3.0 3.5 3.0 3.0 

치킨전문점 3.0 3.0 3.0 3.0 3.0 

인도음식전문점 4.0 2.9 3.0 3.0 3.0 

이탈리아요리전문점 3.5 3.0 3.0 3.0 3.0 

뷔페 3.0 3.0 3.8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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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자기표현 공리주의 카리스마 평등주의

몽골전문음식점 4.0 3.0 3.0 3.0 3.0 

동남아음식전문점 4.0 3.0 3.0 3.0 3.0 

퓨전음식전문점 3.1 3.0 3.0 3.0 3.0 

베트남음식전문점 4.0 3.0 3.0 3.0 3.0 

무도유흥 주점업 3.0 4.0 1.2 3.8 2.8 

극장식주점 2.6 3.8 1.4 4.0 3.0 

호프전문점 3.3 3.0 1.9 3.0 2.8 

카페 3.0 3.0 2.6 3.0 3.0 

커피전문점 3.0 3.6 2.4 3.2 3.0 

라이브카페 3.0 4.0 2.4 4.0 3.0 

종합병원 3.0 3.0 4.0 3.2 3.8 

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 고등학교 /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 공업 고등학교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3.6 2.8 3.4 3.0 3.8 

대학 3.4 3.0 3.9 3.4 3.3 

예술학원 4.0 4.0 1.4 3.8 3.2 

텔런트/스튜어디스 2.8 3.3 2.2 3.6 2.2 

외국어학원 3.0 3.0 3.8 3.0 3.0 

기독교단체 3.5 2.8 2.1 3.7 3.3 

천주교단체 4.6 2.4 2.0 4.0 3.0 

성공회 3.8 2.6 2.0 3.8 3.0 

수도원 4.4 1.8 2.0 3.8 2.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0 3.8 2.4 3.8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0 3.8 2.0 4.0 3.0 

영화관 운영업 3.0 3.9 2.1 3.8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0 3.8 2.2 3.9 3.0 

연극/음악/예술관련사업 3.3 3.9 2.1 3.9 3.0 

도서관 3.9 3.5 3.9 4.0 3.7 

유적지 4.8 3.0 2.0 4.0 2.8 

미술관 3.4 4.0 1.6 4.0 3.0 

박물관 3.4 3.0 2.4 3.0 3.0 

식물원 3.0 3.4 2.1 3.0 3.2 

동물원 3.0 3.2 2.0 3.2 3.0 

자연체험학습장 3.0 3.8 1.8 3.0 3.0 

국내 여행사업 /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1 3.2 2.1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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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자기표현 공리주의 카리스마 평등주의

호텔업 3.0 3.0 3.2 3.0 3.0 

여관업 3.6 3.0 2.4 3.0 3.0 

캠프장 3.5 3.0 2.4 2.9 3.0 

실내 경기장 운영업 3.0 3.0 2.0 3.2 3.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3.0 3.0 3.2 3.0 3.0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 3.0 2.2 3.6 3.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0 3.0 2.7 3.0 3.0 

격투기장 3.4 2.9 2.2 3.0 2.7 

볼링장 운영업 3.0 3.0 2.0 2.8 3.1 

골프장 운영업 3.2 3.0 2.2 3.1 2.4 

스케이트장 3.0 3.0 2.0 3.0 3.0 

테니스/스쿼시/베드민턴장 3.1 3.0 2.4 3.0 2.8 

스키장 운영업 3.0 3.1 2.3 3.0 2.1 

야구장 / 축구장 3.0 3.0 2.2 4.0 3.0 

경주장 운영업 3.0 3.0 2.0 3.0 3.0 

승마장 3.0 3.0 2.0 3.0 2.2 

수상오락 서비스업 3.2 3.0 2.0 3.2 2.4 

요트장 3.0 3.0 2.8 3.0 3.0 

낚시장 운영업 3.5 3.3 2.1 3.0 2.7 

카지노 3.0 3.0 1.5 3.6 2.0 

무도장 운영업 2.8 3.0 1.4 3.8 2.8 

휴양림 3.2 3.6 2.2 3.0 3.0 

노래연습장 운영업 3.0 4.0 1.6 3.6 3.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3.0 3.0 1.1 3.2 3.0 

스티커사진방 3.0 3.6 3.0 3.0 2.8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3.2 3.0 2.8 3.0 3.8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0 3.2 3.6 3.0 3.1 

대사관 3.4 3.0 3.0 3.2 3.0 

국제기구 3.0 3.0 3.0 3.0 3.0 

종교단체 3.8 2.6 2.0 3.8 3.4 

정치단체 3.0 3.0 3.0 3.6 3.0 

환경보호단체 3.3 3.2 2.6 2.9 3.7 

청소년단체 2.6 3.0 1.4 3.8 3.0 

시민단체 3.0 3.0 2.6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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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백화점 2.0 2.8 3.0 3.5 2.0 

슈퍼마켓 3.0 3.0 3.0 3.0 3.0 

체인화 편의점 3.0 2.4 3.0 1.5 3.0 

복권발행 및 판매업 2.4 3.0 3.0 3.0 3.0 

애견용품판매 3.0 3.0 3.0 3.0 2.3 

육류소매 3.0 2.8 3.0 3.0 3.0 

수산물소매 3.0 2.8 3.0 3.0 3.0 

청과물소매 3.0 2.8 3.0 3.0 3.0 

담배소매 3.0 2.9 3.0 3.1 3.1 

건강식품판매점 3.0 3.0 3.0 3.0 3.0 

제과점업 3.2 3.0 3.0 3.0 3.0 

아이스크림전문점 3.0 3.0 3.0 3.0 3.0 

부티크 3.0 3.7 4.3 4.6 2.8 

의복/악세사리소매 3.0 2.9 3.5 3.1 3.1 

가방/가죽제품소매 3.0 3.1 3.3 3.3 3.4 

의류소매 3.0 3.2 2.7 3.0 2.2 

웨딩드레스판매 3.8 2.6 4.0 3.8 2.5 

가구소매 3.0 3.1 3.0 3.0 2.8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3.0 2.6 3.0 2.3 3.0 

인테리어소매 3.0 3.2 3.4 3.5 2.8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3.1 2.9 3.0 3.0 3.0 

중고서적판매 3.4 3.0 3.0 2.5 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3 2.9 3.3 3.7 3.0 

오락게임기구/장난감소매 3.2 3.0 3.0 3.0 2.8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3.2 3.1 3.1 2.8 2.3 

화랑 3.0 3.6 3.2 3.8 3.0 

음반/테이프소매 3.0 3.0 3.0 3.0 3.0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3.0 3.0 3.0 3.0 3.0 

악기 소매업 3.0 3.0 3.0 3.0 3.0 

자동차 신품 판매업 3.2 3.1 3.4 3.3 2.8 

서울, LA, NY, Chicago 비교를 위한 Dimension 

Score：연극성
부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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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중고 자동차 판매업 2.8 3.0 3.0 3.0 2.8 

자동차부품소매 2.8 3.0 3.8 3.0 2.3 

의약품소매 3.0 3.0 3.0 3.0 2.5 

화장품소매 3.0 3.2 4.0 4.0 3.0 

주차장 3.0 3.0 3.0 3.0 3.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 3.0 3.0 3.0 3.0 

소프트웨어개발/자료처리 3.0 3.0 3.0 3.0 3.0 

컴퓨터기술관련서비스 3.0 3.0 3.0 3.0 3.0 

TV방송업 2.4 3.0 3.6 4.0 3.0 

라디오방송업 2.4 3.0 2.9 3.0 3.0 

광고 대행업 2.4 3.4 3.0 4.0 3.0 

광고물 작성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광고디자인
2.6 3.0 3.0 3.0 3.0 

신문 발행업 3.0 3.0 3.0 3.0 3.0 

서적출판 3.0 3.0 3.0 3.0 3.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3.0 3.4 2.8 3.0 2.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0 4.0 3.0 3.0 3.0 

기타임대업 3.1 3.2 3.0 3.0 2.7 

의류 임대업 3.0 5.0 3.8 3.9 2.3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0 3.4 3.0 3.3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0 3.2 3.0 3.0 2.5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3.0 3.4 3.0 3.0 3.0 

법무관련서비스업 3.0 4.8 3.0 3.0 2.3 

사진촬영/처리 3.0 4.0 3.6 3.0 2.0 

두발미용업 3.2 3.2 3.0(한)/4.0(미) 3.0(한)/4.0(미) 3.0 

기타미용업 3.2 3.0 4.0 4.0 3.0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2.8 3.0 2.6 2.0 2.8 

한식 음식점업 3.0 3.0 3.0 3.0 3.0 

중식 음식점업 3.0 3.0 3.0 3.0 3.0 

일식 음식점업 3.0 3.4 3.0 3.5 3.0 

서양식 음식점업 3.0 3.0 3.0 3.0 3.0 

출장 음식 서비스업 3.0 3.0 3.0 3.0 3.0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

점업
3.0 2.8 2.9 2.9 3.0 

치킨전문점 3.0 3.0 3.0 3.0 3.0 

인도음식전문점 3.0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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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이탈리아요리전문점 3.0 3.0 3.0 3.0 3.0 

뷔페 3.0 3.0 3.0 3.0 3.0 

몽골전문음식점 3.0 3.0 3.0 3.0 3.0 

동남아음식전문점 3.0 3.0 3.0 3.0 3.0 

퓨전음식전문점 3.0 3.0 3.0 3.0 3.0 

베트남음식전문점 3.0 3.0 3.0 3.0 3.0 

무도유흥 주점업 2.4 3.8 4.0 3.8 3.0 

극장식주점 2.2 3.2 3.8 3.0 3.8 

호프전문점 3.7 3.2 3.1 3.3 2.8 

카페 4.0 2.6 3.0 3.0 3.0 

커피전문점 3.8 2.4 3.2 3.0 3.3 

라이브카페 2.8 3.6 3.0 3.8 3.0 

종합병원 2.8 3.0 3.0 3.0 2.0 

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 고등학교 

/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 공업 

고등학교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3.6 3.6 3.0 3.0 2.3 

대학 3.1 2.6 3.1 3.0 2.4 

예술학원 3.2 2.4 3.0 3.3 3.5 

텔런트/스튜어디스 3.0 3.0 4.6 4.0 3.0 

외국어학원 3.0 3.0 3.0 3.0 2.8 

기독교단체 3.9 3.8 2.9 2.8 2.0 

천주교단체 4.0 4.0 3.0 2.3 2.0 

성공회 4.0 4.0 3.0 2.8 1.8 

수도원 2.8 4.8 1.0 1.0 1.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8 3.0 3.4 4.0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

급업
3.0 3.0 3.0 3.0 3.0 

영화관 운영업 2.4 3.3 3.1 4.0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

작 관련 서비스업
2.7 3.0 3.5 4.0 3.0 

연극/음악/예술관련사업 2.9 3.3 3.0 3.2 3.0 

도서관 3.2 3.0 3.0 2.3 2.5 

유적지 3.2 3.0 3.0 2.8 2.3 

미술관 3.0 3.8 3.6 3.8 3.3 

박물관 3.0 3.0 3.0 3.0 3.0 

식물원 3.2 2.8 3.0 3.0 2.5 

동물원 3.2 3.0 3.0 2.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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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자연체험학습장 3.4 2.2 2.6 2.5 2.3 

국내 여행사업 / 일반 및 국외 여행사

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0 3.0 2.7 2.5 2.8 

호텔업 2.8 3.0 3.0 3.0 3.0 

여관업 4.0 3.8 3.0 3.0 3.0 

캠프장 3.2 2.7 2.5 2.1 2.3 

실내 경기장 운영업 3.4 2.8 3.2 3.0 2.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3.2 3.6 3.8 3.0 3.0 

스포츠 클럽 운영업 3.6 3.6 3.2 3.0 2.5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0 3.7 3.5 3.0 2.9 

격투기장 3.0 3.8 2.7 2.8 3.0 

볼링장 운영업 3.2 2.4 2.8 1.4 2.9 

골프장 운영업 3.4 3.8 3.0 3.1 2.3 

스케이트장 3.0 3.0 3.2 3.0 3.0 

테니스/스쿼시/베드민턴장 3.3 3.5 3.1 3.1 2.4 

스키장 운영업 3.0 3.5 3.0 3.0 3.0 

야구장 / 축구장 3.0 3.0 3.2 3.0 2.8 

경주장 운영업 3.0 3.8 3.0 3.0 2.8 

승마장 3.0 4.4 3.0 3.0 2.0 

수상오락 서비스업 3.0 3.0 3.2 3.0 2.3 

요트장 3.0 3.0 3.4 3.0 3.0 

낚시장 운영업 3.3 3.0 2.6 1.8 2.3 

카지노 2.2 3.7 3.8 3.8 4.5 

무도장 운영업 2.2 3.6 4.6 3.0 4.8 

휴양림 3.4 2.2 2.4 2.8 2.3 

노래연습장 운영업 3.4 3.0 4.2 3.3 3.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2.2 2.4 3.6 3.0 2.3 

스티커사진방 2.6 3.4 3.0 3.0 2.3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

설 운영업

3.4 3.0 3.0 2.0 2.0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3 3.0 3.0 3.0 2.3 

대사관 2.8 5.0 3.0 3.0 2.0 

국제기구 2.8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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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성 격식성 과시성 화려함 일탈성

종교단체 4.0 3.4 3.0 3.0 2.3 

정치단체 3.8 3.8 3.2 3.0 3.0 

환경보호단체 3.5 2.7 2.8 2.7 2.7 

청소년단체 3.0 3.4 4.0 3.3 3.0 

시민단체 4.0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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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2.5 1.3 3.0 4.5 2.8 

슈퍼마켓 3.0 3.3 3.0 3.5 3.0 

체인화 편의점 3.0 2.0 3.0 3.0 3.0 

복권발행 및 판매업 1.0 3.0 3.0 3.0 3.0 

애견용품판매 3.0 3.0 3.0 3.0 3.0 

육류소매 3.0 3.5 3.0 3.0 3.0 

수산물소매 3.0 3.8 3.0 3.0 3.0 

청과물소매 3.0 3.5 3.0 3.0 3.0 

담배소매 2.5 3.0 3.0 3.0 3.0 

건강식품판매점 3.3 3.1 3.0 2.8 3.0 

제과점업 3.0 3.3 3.0 3.0 3.0 

아이스크림전문점 3.0 3.0 3.0 3.0 3.0 

부티크 2.4 3.0 2.8 3.0 2.9 

의복/악세사리소매 2.9 3.0 3.0 3.0 3.0 

가방/가죽제품소매 3.0 3.0 3.0 2.9 3.0 

의류소매 3.0 2.9 3.0 3.0 3.0 

웨딩드레스판매 3.0 4.0 3.0 3.0 3.0 

가구소매 3.0 3.0 3.0 3.0 3.0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3.0 3.0 3.0 2.0 3.0 

인테리어소매 3.0 3.0 3.0 3.0 3.0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3.3 3.1 3.0 3.1 3.0 

중고서적판매 3.3 4.0 3.0 2.0 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0 3.3 3.0 3.0 3.0 

오락게임기구/장난감소매 3.0 3.3 3.0 3.0 3.0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3.0 4.0 3.0 3.0 3.0 

화랑 2.3 3.8 3.0 3.5 3.0 

음반/테이프소매 2.5 3.0 3.0 3.0 3.0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2.8 3.5 3.0 3.0 3.0 

악기 소매업 2.5 3.0 3.0 3.0 3.0 

자동차 신품 판매업 3.3 3.1 3.0 3.5 3.0 

서울, LA, NY, Chicago 비교를 위한 

Dimension Score：진실성
부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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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판매업 3.0 3.0 3.0 3.8 3.0 

자동차부품소매 3.0 3.0 3.0 3.0 3.0 

의약품소매 3.0 3.0 3.0 3.0 3.0 

화장품소매 2.8 3.0 3.0 3.0 3.0 

주차장 3.0 2.8 3.0 3.0 3.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 2.5 3.0 3.0 2.8 

소프트웨어개발/자료처리 3.0 3.0 3.0 3.5 2.8 

컴퓨터기술관련서비스 3.8 2.5 3.0 3.8 2.8 

TV방송업 3.0 3.3 3.0 4.0 3.0 

라디오방송업 3.0 2.9 3.0 4.1 3.0 

광고 대행업 1.8 2.3 3.0 3.8 3.0 

광고물 작성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광고디자인
2.3 2.5 3.0 3.5 3.0 

신문 발행업 3.3 3.3 3.0 3.0 3.0 

서적출판 3.0 3.0 3.0 3.0 3.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4.0 3.0 3.0 2.5 3.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8 3.0 3.0 5.0 3.0 

기타임대업 2.9 2.9 3.0 3.0 3.0 

의류 임대업 2.9 3.0 3.0 3.0 3.0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0 3.0 3.0 2.8 3.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0 3.0 3.0 3.0 3.0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 3.0 3.0 3.0 3.0 

법무관련서비스업 3.5 3.0 3.0 3.3 3.0 

사진촬영/처리 3.0 3.0 3.0 3.3 3.0 

두발미용업 3.0 3.0 3.0 3.0 3.0 

기타미용업 2.8 3.0 3.0 3.0 3.0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2.0 4.5 3.0 2.3 3.0 

한식 음식점업 3.0 3.0 3.0 3.0 3.0(한)/5.0(미)

중식 음식점업 2.9 3.0 3.0 3.0 4.0(한)/4.6(미)

일식 음식점업 3.0 3.0 3.0 3.0 4.0(한)/4.6(미)

서양식 음식점업 3.0 3.0 3.0 3.0 4.0(한)/4.4(미)

출장 음식 서비스업 3.0 3.0 3.0 3.0 3.0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

점업
3.0 3.2 3.0 2.9 3.0 

치킨전문점 3.0 3.0 3.0 3.0 3.0 

인도음식전문점 3.0 3.0 3.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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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요리전문점 3.0 3.0 3.0 3.0 3.9 

뷔페 3.0 2.8 3.0 3.0 3.0 

몽골전문음식점 3.0 3.0 3.0 3.0 5.0 

동남아음식전문점 3.0 3.0 3.0 3.0 4.8 

퓨전음식전문점 3.0 3.0 3.0 3.0 4.0 

베트남음식전문점 3.0 3.0 3.0 3.0 5.0 

무도유흥 주점업 1.0 3.0 2.5 3.0 3.0 

극장식주점 2.0 3.0 2.5 3.0 3.0 

호프전문점 2.3 3.6 3.0 3.0 3.0 

카페 3.0 3.5 3.0 3.0 3.0 

커피전문점 3.0 3.5 3.0 2.8 3.0 

라이브카페 2.5 3.0 3.0 3.0 3.0 

종합병원 3.0 3.0 3.0 3.0 3.0 

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 고등학교 /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 공업 고

등학교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3.8 3.5 3.0 3.0 3.0 

대학 4.1 3.4 2.9 2.9 3.0 

예술학원 2.0 3.0 2.5 2.3 3.0 

텔런트/스튜어디스 3.0 3.0 3.0 3.0 3.0 

외국어학원 3.0 2.5 3.0 3.0 4.0 

기독교단체 2.1 2.8 2.3 2.2 3.0 

천주교단체 2.5 2.8 1.8 2.0 2.5 

성공회 2.0 2.8 2.3 2.0 3.0 

수도원 2.3 2.8 1.3 1.3 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0 2.8 3.0 3.5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0 3.0 3.0 3.0 3.0 

영화관 운영업 2.5 3.0 3.0 3.2 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0 2.8 3.0 3.4 3.0 

연극/음악/예술관련사업 2.5 3.0 2.9 2.9 3.0 

도서관 3.9 3.8 3.2 3.0 3.0 

유적지 3.0 4.5 4.0 2.3 3.0 

미술관 2.3 4.0 3.0 2.3 3.0 

박물관 3.0 3.0 3.0 2.8 3.0 

식물원 3.0 3.8 3.0 3.0 3.0 

동물원 3.3 3.3 3.0 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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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체험학습장 3.0 4.0 2.8 2.5 3.0 

국내 여행사업 / 일반 및 국외 여행사

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3.0 3.5 3.0 3.0 3.0 

호텔업 3.0 3.0 3.0 3.0 3.0 

여관업 3.0 4.5 3.0 2.0 3.0 

캠프장 3.0 3.6 3.0 3.0 3.0 

실내 경기장 운영업 3.0 3.8 3.0 3.0 3.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8 3.0 3.0 3.0 3.0 

스포츠 클럽 운영업 2.8 4.0 3.0 3.0 3.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8 3.0 3.0 3.1 3.0 

격투기장 2.5 3.0 3.0 2.6 3.4 

볼링장 운영업 2.5 3.0 3.0 3.0 3.0 

골프장 운영업 2.8 3.2 3.0 3.6 3.0 

스케이트장 2.5 3.0 3.0 3.0 3.0 

테니스/스쿼시/베드민턴장 3.0 3.1 3.0 3.0 3.0 

스키장 운영업 2.8 3.6 3.0 3.0 3.0 

야구장 / 축구장 2.8 4.0 3.0 3.8 3.0 

경주장 운영업 2.5 3.0 3.0 3.0 3.0 

승마장 2.5 3.0 3.0 3.0 3.0 

수상오락 서비스업 2.8 4.0 3.0 3.0 3.0 

요트장 2.8 4.3 3.0 2.8 3.0 

낚시장 운영업 2.8 4.2 2.9 2.9 3.0 

카지노 1.8 2.5 1.8 3.0 3.0 

무도장 운영업 2.0 3.0 2.0 3.0 3.0 

휴양림 3.0 4.0 2.8 2.5 3.0 

노래연습장 운영업 1.8 3.0 3.0 3.0 3.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9 2.7 3.0 3.8 3.0 

스티커사진방 2.0 3.0 3.0 3.3 3.0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노인 요양 복

지시설 운영업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3.0 3.0 3.0 3.0 3.0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0 3.4 3.0 3.0 3.0 

대사관 3.0 2.8 4.0 3.0 3.3 

국제기구 3.0 3.0 3.5 3.0 3.0 

종교단체 2.5 2.8 2.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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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 3.0 3.3 4.5 3.0 3.0 

환경보호단체 3.1 3.2 2.6 3.0 3.0 

청소년단체 2.0 3.0 3.0 3.0 3.0 

시민단체 3.0 4.0 3.5 2.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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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f ‘Seoul Scenes’ and Its Use 

for Space Characterization

Miree Buin · Wonho Jang · Terry Clark · Jong Yul Lee

 

This research focuses on applying the new concept of ‘urban scene’ to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In so doing, the research draws a map of ‘Seoul 

Scenes’ in terms of five different sub-dimensions of urban scenes：traditional, 

glamour, bohemian, ethnic, and global scenes. 

The research first describes the concept of urban scene and its importance 

in urban policy planning. The basic argument of the urban scene approach is 

that we nee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consumption aspect of the city, 

especially on cultural consumption. Thus, the city is now a place of 

consumption rather than just a place of residence or produ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urban scenes, the research collects 

various amenity data for all of the 424 ‘Dongs’ of Seoul, mainly from the 

Electronic Yellow Pages and the Bizzip data of the Statistics Bureau. Using 

ARCGIS program, the research draws five detailed scene map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 north of the Han River 

(so-called ‘Kangbuk’ in Korean) is more traditional and the part south of the 

Han River (‘Kangnam’) is more glamorous and global. The district of 

Yongsan-Gu shows the highest ethnic culture. 

With the scene map and Seoul Survey data, the research reviews how 

scenes can have influence on the values and identities of the residents. The 

research finds that those who live in the highest scenes, especially glamour, 

bohemian, and global scenes, tend to be more sensitive to cultura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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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research compares Seoul with three US metropolises, LA, 

Chicago, and New York in terms of 15 sub-dimensions of urban scenes. The 

15 sub-dimensions include traditional, charismatic, utilitarian, egalitarian, 

individual self-expressive, exhibitionist, transgressive, formal, glamourous, 

neighborliness, local, ethnic, corporate, state, and rational. The results are that, 

first, Seoul is more traditional and less formal and charismatic than all the 

three US metropolises. Secondly, Seoul is less glamorous and exhibitionistic 

than LA and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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