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https://doi.org/10.16879/jkca.2021.21.1.053

한국지도학회지 21권 1호 2021(53~6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시기의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
,
변화: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비교* **
최우성***⋅하지민****⋅홍성연******

Changes in the Level of Ethnic Segregation During the Spread
of COVID-19: A Case Study of Garibong-dong and
Daerim 2-dong in Seoul*,**
Woosung Choi***·Jimin Ha****·Seong-Yun Hong*****
요약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정책의 시행은 도심의 생활인구 분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서울시 안에서도 상권의 유형과 주거인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외국인 밀집지역
간에도 해당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과 이주 목적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지역인 가리봉동과 대림2동을 사례로, 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외국인의 분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내외국인의 공간적 분포는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리 수준의 측정에는 커널
밀도 기반의 측도인 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가 중국인 밀집지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거주지 분리, 공간적 분리, 중국인 밀집지역, 코로나19, 생활인구

Abstract :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have led to considerable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s in urban areas. However, these
changes could vary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composition, environmental featur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s of segregation in two Chinese
neighbourhoods in Seoul, Garibong-dong and Daerim 2-dong. We evaluate daily changes in the Korean and
Chinese populations between November, 2019 and October, 2020, and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two
Chinese communities are affected differently. It suggests that the impact of COVID-19 is not spatially
homogeneous in urban areas, not even within the so-called ethnic communities.
Key Words : Residential segregation, Spatial segregation, Ethnic cluster, COVID-19, De facto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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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데이터 수집 주기가 길고 특

I. 서론

정 시점의 주거 인구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 등으

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방법론

로 특정 지역에 밀집해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

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거주지 분리의 측정

로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외국인 밀집

을 위해 상이지수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전역적 지표로써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하성규 등, 2011). 법무부 통계에 따

지역 내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연구에서는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와 커널 밀도 추정에 기

인이 과반에 가까운 45.2%(1,070,566명)로 가장 많고, 공

반을 둔 국지적 분리 측도를 활용하여, 국내의 대표적 중

간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분포하고 있다(이용

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공간적 분

균·이현욱, 2012; 박윤환·임현철, 2015). 2019년을 기준

리 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중국 국적 외국인1)은 전체 등록 외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내외국인 생활인구 변화를 확인하

국인의 64.5%(181,690명)에 이르며, 이들은 구로구 가리

고, 두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이유에 관해 고찰하

봉동과 영등포구 대림2동 일대에 중국인 밀집지역을 형성

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하고 있다(윤진희 등, 2014).
거주지는 개인의 정체성 및 가치관, 사회적 소속감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소이다(도경선, 1994). 국

II. 기존 연구 동향과 한계

내 중국인 밀집지역은 지역 내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국인과 완전하게

민족 간, 계층 간 공간적 분리는 지리학을 비롯한 여러

단절된 공간은 아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제공 자료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

의하면, 실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내국인 거주자 비율

이다(Lieberson, 1963; Massey, 1985; Allen and Turner,

은 절반을 넘고, 식당 등 상업시설 이용을 위한 방문 인구

1996; Li, 2008; Reardon and Bischoff, 2011). 여기서 분리

까지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란 특정 집단이 인종·민족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 등의

더욱 클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차이로 인해 지역 내의 다른 집단, 특히 주류 집단과의 사

인구 집단의 혼재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집단

회적 상호 작용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간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 역

데(윤진희 등, 2014; Peach, 1996), 국내에서는 특히 서울

할을 할 수도 있다.

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거주지 분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손승호(2008)는 서울시 자치구별 외

(이하 코로나19)의 확산과 자가격리, 거리두기와 같은 방

국인 인구 변화를 토대로 국적별 거주지 분리를 탐색하였

역 정책의 시행은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위축시켰으며, 이

으며, 최은진·김의준(2011)은 외국인 이주자의 출신 국

는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위치한 모든 인구를 의미하는

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거주지

생활인구 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지상훈, 2020; 진주

분리 수준을 측정하였다. 하성규 등(2011)은 국적별, 체류

혜·성병찬, 2020; 허정원·장주영, 2020). 이러한 변화는

자격별 특성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상이지

중국인 밀집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이며, 특히 내국인을 대

수를 통해 이들의 거주지 분리를 확인하였으며, 윤진희 등

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방문 인구의 감소가

(2014)은 중국인에 초점을 맞춰 거주지 분리를 살펴봤다.

두드러져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가 심화했을 것으로 예

이외에도 권역 및 전국 단위의 범위에서 체류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는 연구도 이어졌는데,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단계별 거리두

박윤환(2010)과 김혜진·이자원(2018)은 수도권을 중심

기 정책 시행으로 서울시 중국인 밀집지역의 내외국인 인

으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를 분석했으며, 김윤경 등(2014)

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공간적 분리 정

은 부산 경남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설정했다. 임석희·송

도를 측정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족 간, 사회적 계

주연(2010)은 외국어 강사, 기업가 등 전문직 이주자의 지

층 간 분리를 탐색한 국내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

리적 분포를 전국 단위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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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준·김경민, 2014). 이는

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특성도 다를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리봉동과 대

일정 수준 이상 분리된 경우,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

림2동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변화를 보다 세

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 중 중국

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이들이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나 행정동이 아닌, 집계

서울 서남권 지역에 특히 많이 거주하면서 가리봉동과 대

구 단위에서 내외국인의 분포를 비교하고 공간적 분리를

림동을 중심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측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시 중

있다. 그러나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

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정밀하게 탐색하

음에도 서로 다른 성격의 거주 권역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

고, 궁극적으로는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지역 특성에 대

적이다. 방성훈·김수현(2012)은 가리봉동이 낮은 주거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으로 인해 한국계 중국인의 초기 정착지 역할을 수행
했다고 밝힌 반면, 이정현·정수열(2015)은 대림동의 중
국인 밀집지역 형성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주 네트

III. 데이터 및 연구 방법

워크나 문화적 동질감과 같은 자발적 흡인 요인이 중요하
게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이석준·김경민(2014)은 가리

1. 분석 대상 지역

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의 지역적 차이를 보다 직접적으
로 비교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들 지역의 발달에 물리적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과

환경, 인문사회적 조건, 도시계획 등이 서로 다르게 영향

영등포구 대림2동이다. 2016년 기준, 가리봉동의 주민등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록인구 18,634명 중 외국인은 7,430명으로 39.9%를 차지
한다. 그 중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은 7,332명으로 전체 등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지
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과 거리두기와 같은 방

록 외국인의 98.7%에 해당한다. 대림2동 또한 주민등록인

역 정책의 시행은 도심의 생활인구 분포에도 상당한 변화

구 24,266명 중 외국인의 비율이 40.6% (9,845명)이고, 가

를 가져왔다(지상훈, 2020; Kim and Castro, 2020; Shim et

리봉동과 마찬가지로 등록 외국인의 대부분(9,772명,

al., 2021).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서울시 안에서도

99.2%)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이들 두 지역은 인구 구

상권의 유형과 주거인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며,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율이

(진주혜·성병찬, 2020), 외국인 밀집지역 간에도 해당 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중

역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과 이주 목적 등에

국인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허정원·

서지수(2012)와 박재영·강진구(2016)에 따르면, 가리

장주영(2020)은 서울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여섯 개로

봉동은 많은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1990

구분한 후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건

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대입구나 회기와 같이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노동

가리봉동에는 소위 ‘쪽방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국인

자, 이주민 등의 비중이 높은 구로대림 지역 간 상당한 차

노동자들의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곳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리봉동의 사회경제적, 환

이가 나타났다.

경적 특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중

그러나 허정원·장주영(2020)의 연구에서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 구로대림 지역은 가리봉동과 구로3~4동,

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림1~3동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지역 내

그러나 2004년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의 차이를 보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설명한

이 시작되면서 삶의 터전이 좁아지게 되자, 많은 중국인

바와 같이 가리봉동과 대림2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근의 대림동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갖고, 지리적으로

대림동은 기존에 조선족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리봉

도 인접해 있지만, 그 형성과 발달에는 서로 다른 요인이

동과 비슷하게 주거비용이 저렴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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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이 있어 가리봉동에 이어 새로운 중국인 거주지로

2. 데이터

부상할 수 있었다. 대림2동에는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생

인 대림역이 있는데,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중

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내외국인의

국인 사회의 결절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간적 분리 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서울시 생활인구는 통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고,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며, 이주민 경제가

신사의 기지국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 특정 지역

발달하여 형성된 상업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에 위치한 모든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시간 단위로

을 갖는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고,

집계되어 집계구, 행정동, 자치구 단위로 배포된다.

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특징을 공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가운데 내

유한다(박찬영, 2020). 그러나 가리봉동에서 중국 국적 외

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

국인의 주요 거주지는 쪽방촌으로 내국인의 거주 지역과

였다. 내국인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는 KT의 LTE시그널데

뚜렷이 분리된 반면, 대림2동의 중국 국적 외국인은 단독

이터로 집계된 인구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추산한 인구

주택의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주거를 공

이다.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의 서울 생활인

유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이석준·김경민,

구 추계는 각각 KT의 외국인LTE시그널정보와 외국인 로

2014). 또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의 상업 시설도 가리봉동

밍정보에 기반을 두며, 각 유형에 해당하는 보정계수를 활

은 내국인 고객이 거의 없는 반면, 대림2동은 내국인 고객

용하여 전체 인구를 추정한다.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공간적 분리를 탐색하기 위해 서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의 성격이 차별

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

된다.
진주혜·성병찬(2020)의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

월 11일까지 약 11개월 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오전

받침 하는데, 해당 연구에서 가리봉동과 대림2동은 서로

3시와 오후 7시를 분석 대상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오전 3

상이한 생활인구 변화 양상을 보여줬다. 가리봉동이 속한

시와 오후 7시는 각각 인구 이동이 가장 적게 발생하거나

군집은 평일 낮 시간에 유입인구가 집중되지만 주말에 가

많이 발생하는 시각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 지역의 상주인

까워질수록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졌으며, 전반

구와 유동인구 차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적으로 유출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림

판단하였다.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를 탐색하기 위해,

2동을 포함하는 군집은 낮 시간 동안 유출인구가 많고 주

내국인은 내국인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의 생활인구 합계

말에는 유동인구가 적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생활인구

를 이용하였다. 외국인은 장기체류 외국인 및 단기체류 외

변동폭이 줄어들었다.

국인 중 중국인의 생활인구를 합산한 것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이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중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리봉동과 대림2동을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두 지역의 생활인구 변화를 내국인,

국적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에 비춰 적합하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세분해 살펴볼 것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다. 행정동 안에서의 내외국인 분리를 살펴보기 위해 분

3. 연구 방법

석의 공간적 단위는 집계구로 설정하였다.

상이지수는 특정 지역의 공간적 분리를 측정하는 가장
표 1. 연구에 사용된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목록
데이터 유형

제공단위

제공속성

내국인

일×시각(24)×집계구(19,153)

생활인구 합계, 성별, 연령 등

장기체류 외국인

일×시각(24)×집계구(19,153)

생활인구 합계, 국적(중국인, 비중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일×시각(24)×집계구(19,153)

생활인구 합계, 국적(중국인, 비중국인)

출처 : 서울 생활인구추계 매뉴얼(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KT BigData 사업지원단, 2018) 내용 발췌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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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방법이다(Duncan and Duncan, 1955). 상이지
수는 두 인구 집단이 도시 내에서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
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두 인구 집단  와 에 대하
여 각 인구 집단이 특정 지역 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  라고 하면, 상이지수는 공간적 분리를 아래의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1)



그림 1. 분리 측도   연산 과정의 개념도

상이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

심점  ,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에서는 교집합과

록 두 인구 집단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합집합이 동일하므로 분리 수준이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포를 의미한다. 상이지수는 연

각 지점 에서 계산된 분리 측도  를 합산함으로써 식 (3)

산 과정이 간결하고, 지수값에 대한 해석이 직관적이며,

과 같이 분리 측도  를 통해 전체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결과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에(Massey and

공간적 분리를 측정할 수 있다.

Denton, 1988; Kaplan and Holloway, 1998), 공간적 분리
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min



   

   

max   

White(198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이지수는 공간 단위
의 지리적 배열을 계산 과정에 고려하지 않는 비공간적 지



수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상이지수는 두 인구 집단 간



공간적 분리 양상을 지표로 축약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시

범위를 갖는다. 그림 1에 대한 앞선 설명과 같이, 분리 측

et al., 2014).

도  의 값은 0에 가까울수록 두 인구 집단의 균등 분포를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커널 밀도 함수에 기반한 측도를 사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리 수준이 강함을 의미한다.

용하여 내외국인의 공간적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분리 측도  는 공간적 분리 양상을 단일 지표로 계산함으

해당 측도는 O’Sullivan and Wong(2007)이 제안한 것으로

로써 전역적 측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두 인구 집단의

분석 대상 지역에서 각 인구 집단의 커널 밀도를 계산하고,

커널 밀도 추정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의 차를 이용하여

이를 단위 지점 마다 비교함으로써 분리 수준을 도출하는

각 지점 에서 분리 측도  를 시각화할 수도 있다. 분리 측

지표이다. 상이지수와 마찬가지로 두 인구 집단  와 가

도  의 시각화는 상이지수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며, 국지

특정 지점 에 거주하는 비율을  ,  라 하면, 에서의 분

적 측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리 수준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3)



분리 측도  는 상이지수와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각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홍성연 외, 2020; Hong

min     
    
max   



IV. 분석 결과

(2)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단계를 표 2와 같이 구
수식에서  는 커널 밀도 함수를 의미한다. 즉, 분리

분하고 각 단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간적 분리 정도

측도  는  ,  를 커널 밀도 추정한 값에 교집합(min  )

를 확인하였다. 표에서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코로나19가

과 합집합( max  ) 연산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발생하기 이전 시기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그림 1은  의 계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두

이전 시기로 정의된다. 3단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인구 집단  와 의 중심점  ,  에서는 교차되는 합집합

발생 이후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되기 이전까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 수준이 1이 된다. 반면, 중

지에 해당한다.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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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기간 및 범위
단계

기간

범위

1

코로나19 발생 이전

19.11.01. ~ 19.12.07.

2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전
(중국 우한시 코로나19 환자 발생 확인)

19.12.08. ~ 20.01.19.

3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20.01.20. ~ 20.03.21.

4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03.22. ~ 20.05.05.

5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20.05.06. ~ 20.08.15.

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기간

20.08.16. ~ 20.10.11.

표 3.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연구지역 분리 측도 
단계

가리봉동

대림2동

오전 3시 생활인구

오후 7시 생활인구

오전 3시 생활인구

오후 7시 생활인구

1

0.324

0.269

0.329

0.305

2

0.273

0.310

0.331

0.316

3

0.271

0.262

0.316

0.354

4

0.282

0.251

0.274

0.367

5

0.308

0.280

0.277

0.370

6

0.292

0.300

0.266

0.342

기간과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 속하며, 6단계는 서울에
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다시 1단
계로 조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각 단계별로 내국인과 외국인 생활인구의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리봉
동과 대림2동의 분리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오전 3시
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2는 가리봉동의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를 시각
적으로 나타내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 단계(1단계)에서
오전 3시의 생활인구 분리 수준이 0.324로 나타났다. 그러
나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4단계에서 약 0.27~0.28 수준

그림 2.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가리봉동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

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5단계)에
다시 0.30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된 이후(6단계)에는 0.292로 다소 완화

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리봉동에서는 두 시간대 모두 생활

되었다. 저녁시간대인 오후 7시 생활인구의 분리 수준은

인구 간의 분리 수준이 코로나19 확산 단계별로 큰 편차를

코로나19 발생 전(1단계) 약 0.269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보이지 않았다.

19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부터 국내 확진환자가 발생하기

대림2동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내외국인 간

이전(2단계)까지는 0.310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내에서

공간적 분리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대림2동의 경우 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직후에는 분리 수준이 다시

전 3시 생활인구의 분리 수준이 코로나19 확산 2단계에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분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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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림2동은 가리봉동과 다르게, 오후 7시에 대림중앙
시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간적 분리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림중앙시장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대림제2동주민센터 및 대림역 부근에서 공간
적 분리가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된다. 대림중앙시장과 대
림제2동주민센터 일대의 공간적 분리는 오전 3시에는 매
우 미약하지만, 오후 7시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
림 4-d, 그림 5-d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그 분리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국인이 밀집
한 남쪽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간적 분리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림2동에서는 오전 3시 생활인구는 남쪽

그림 3. 코로나19 확산 단계별 대림2동 내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

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뚜렷하고, 오후 7시에는 그 분리
가 약화되지만, 대림중앙시장과 대림제2동주민센터 일대

있다. 반면 오후 7시 생활인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분

에서 공간적 분리가 강조되는 나타나는 편이다.

리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상대적으로 가리봉동에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밀집

0.305였던 분리 측도 값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5단계)

한 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 0.370까지 증가하는데,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

이는 대림2동과는 다른 결과이다. 대림2동의 경우 남쪽의

계 이상의 정책이 시행된 이후(6단계)에는 0.342로 다시

내국인 밀집 주거 지역에서도 생활인구의 분리가 나타났

소폭 감소하였다. 대림2동은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른

지만, 중국인 밀집 지역인 북서쪽 대림중앙시장 근방에서

분리 측도  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

도 내외국인 간 분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분리

진 환자 발생 이후 오전3시 생활인구와 오후 7시 생활인구

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심화된 것

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으로 보인다. 이는 이석준·김경민(2014)의 연구에서 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전후 시기에서 가리봉동

리봉동은 내외국인의 분포 패턴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대

과 대림2동의 공간적 분리 수준을 지도로 시각화한 결과

림2동은 혼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

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가리봉동은 두 시기 모두 오전 3

나는 부분이다. 오전 3시의 경우 가리봉동과 대림2동은 공

시와 오후 7시에서 내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남동쪽 지역

통적으로 내국인이 집중된 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뚜렷

의 공간적 분리가 강조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7시에

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분리가 두드러지지

는 가리봉시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공간적 분리가 다소

않았다. 가리봉동과 대림2동이 외국인 밀집지역이지만,

두드러지는 것이 확인된다. 가리봉동은 코로나19 발생 전

중국 국적 외국인 생활인구에 비하여 내국인 생활인구가

1단계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3단계에서 오후 7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오

시 생활인구에 대한 분리 측도  가 각각 0.269, 0.262로 경

전 3시의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의 거주인구로 간주할 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4-b와 그림 5-b를

있다는 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비교하였을 때,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시기에

오후 7시의 경우, 두 지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

서 가리봉시장 내 공간적 분리는 다소 감소한 반면, 남동

생 이후 내국인이 집중된 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 공간

쪽의 내국인 거주지역에서는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적 분리 패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가리봉동은 내국인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동쪽 지역과 가리봉시장 인근 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공간적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중심 상

외의 가리봉동에서는 오후3시와 오후 7시에서 모두 공간

업지역에서는 공간적 분리가 다소 완화되었다. 반면, 대

적 분리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림2동은 내국인이 위주의 주거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완

대림2동의 경우 가리봉동과 유사하게 국내 코로나19 확

화되었으나, 중심 상업지역 일대에서 공간적 분리는 강조

진환자 발생 전후 오전 3시와 오후 7시에서 내국인이 밀집

되는 편이었다. 구로대림 지역에서 주중과 주말에 내국인

한 남쪽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간적 분리가 뚜렷한 편이

은 유출되고 외국인은 유입되었으며(허정원·장주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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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코로나19 확산 1단계의 중국인 밀집지역 분리 측도  시각화 지도

가리봉동은 주중 유입인구가 많고 대림2동은 유출인구가

외국인이 운영하되, 가리봉동은 내국인이 거의 방문하지

많았는데(진주혜·성병찬, 2020), 코로나19에 따른 인구

않지만 대림2동은 내국인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

유출입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와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이석준·김경민, 2014). 이는 중심 상업지역 발생한 내

추측된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중심 상업지역은 중국 국적

외국인 간 공간적 분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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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로나19 확산 3단계의 중국인 밀집지역 분리 측도  시각화 지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리봉동에서는 오전

V. 결론

3시와 오후 7시 모두 코로나19 확산 단계 별 내외국인 생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라 서울시 가리

인구 간 공간적 분리의 변동폭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

봉동과 대림2동에서 내외국인 간 분리 수준이 어떻게 변

이지는 않았다. 대림2동은 오전 3시와 오후 7시의 차이가

화하였는지를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전 3시의 생활인구는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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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발생 직후 분리 수준이 소폭 증가했으나, 그 이후 지

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오후 7시 생활인

궁극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관측된 분리 수준을 보다 정확

구의 분리 수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점차 심화된 것으로

하게 설명하고, 그 원인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확인되었다. 대림2동은 오전 3시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리

것이다.

가 오후 7시 생활인구의 것보다 심화된 편이었으나, 국내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간적 분리를 연속적인 시간적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을 기점으로 그 반대의 추이가 나

범위에서 측정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된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많은 선행 연구는 특정 시점이나 몇 개의 제한된 시점

생활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가리봉동과 대림2동은

에서 공간적 분리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

내국인 밀집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일대에서의 공간적 분

편적인 비교는 시간이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

리가 공통적으로 포착되었다. 두 지역은 모두 오전 3시 생

분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Silm and Ahas,

활인구의 분리는 내국인 밀집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014).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오후 7시 생활인구는 내국인 밀집지역뿐 아니라, 중국 국

약 11개월 동안 오전 3시와 오후 7시의 내외국인 간 생활인

적 외국인이 밀집한 중심 상업지역 일대로 분리가 확장된

구의 공간적 분리를 비교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은 물

양상이 확인되었다. 미시적 측면에서 오후 7시 생활인구

론 시기와 시간대에 따라 분리 수준이 달라짐을 실증적으

의 공간적 분리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이후 기간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실제 사람들이

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리봉동은 남동쪽의 내국인 밀

체감하는 사회적, 공간적 분리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로 확

집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심화되는 반면, 가리봉시장에

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의 분리는 완화되었다. 대림2동은 남쪽의 내국인 밀집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중국인

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약화되었으나, 대림중앙시장 일

밀집지역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은 물

대에서의 공간적 분리는 다소 강조되는 편이었다. 가리봉

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공간적 분리 연구가 갖

동과 대림2동은 유사한 인구 구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는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

두 지역의 공간적 분리 양상과 분포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다. 그러나 중국인 밀집지역을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가리

앞선 서술한 기존 연구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두 지역

봉동과 대림2동으로 한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단계

의 기능 및 코로나19 이후 생활인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

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존재한다. 연구 대상 지역 중 가리봉동의 북단 남구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

로역에 인접한 지역은 중국 국적 외국인의 집거권에 속하

산 단계에 따라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공간적 분리가 어떻

기 때문에, 행정동을 더 세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탐색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다. 또한, 주간과 야간뿐 아니라 주중과 주말을 중심으로

밀집지역 관련 연구는 지역의 형성과 발달에 초점이 맞춰

도 생활인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졌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정 사건이 외국

범위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

인 밀집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구가 제시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 지역을 세분

이러한 변화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

화하고,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타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중국인 밀집지역 내부에서의 공간적 분

註

리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거주지 분리 연
구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정동 내부의

1) 본 논문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은 한족 중국인뿐만

공간적 분리에 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미흡한 편이었다.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 동포까지 모두 포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보다 작은 공간 단위인 집계구를 기

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족과 한족은 이주

반으로 공간적 분리를 탐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시각화

목적이나 지리적 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할 수 있는 분리 측도  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동 내에서 분

연구의 주요 데이터인 서울 생활인구 외국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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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는 중국인과 비중국인의 구분만 있기에 조선족

16(3), 275-294.

과 한족을 별도로 구분해 분석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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