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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합 계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유학생

외국계주민
자녀 기 타

408,083

(100%)

102,081

( 25.0%)

80,707

( 19.8%)

48,012

( 11.8%)

31,129

(  7.6%)

30,447

(  7.5%)

115,707

( 28.3%)

서울거주 인구(9,904천명)의 4.1%

※ 참고 : 서울거주 등록외국인은 274,957명 (‘15.12월말 법무부 등록외국인통계)

多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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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

국적별 현황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의 54.3%, 한국계 중국 + 중국인은 70.9%

多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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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

자치구별 현황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광진구>동작구>용산구>동대문구

多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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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외국인 거주 현황

서울거주 중국동포

중국동포 수는 221,717명

자치구별 중국동포는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광진구 순

-서울거주 외국인주민(408,083)의 54.3%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21,717 5,113 4,016 3,054 5,221 11,889 6,080 3,960 2,935 2,769 1,356 1,661 3,14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199 3,706 4,460 5,712 38,161 23,823 46,789 10,719 19,784 1,909 2,061 6,541 4,650

-서울시 거주 중국동포 중 서남권 5개 구(區)에 139,276명이 거주. 

이는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62.8%

-근로자 38%, 외국국적동포 27%, 결혼이민자 10%, 외국계주민자녀 4% 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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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추진경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수립(시장방침)

2016년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시행계획 수립

2013.11

2014.5

2015.12

시장요청사항
※ 다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요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시장방침 제153호, 2014.5.)

2.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2016. 7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추진 점검(평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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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4개 정책과제 104개 단위사업 추진 ※예산 24,791백만원(’14~’16)

정책비전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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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담당

주거 관련 사업 및 정책은 [성장의 공유] 중 정책과제 인프라구축에 해당

- 외국인 주민 집수리사업 지원 : 주택정책과

- 외국인주민 임대주택 지원 검토 : 주택정책과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 토지관리과

多가치
SEOUL2.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서울시 16개 실국 23개 부서 협업

- 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창조경제기획관(도시농업과, 투자유치과),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일자리정책담당관),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생활보건과), 도시계획과(토지관리과) 둥



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 분류

유 형 입지요인 및 특징 사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지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안산시 원곡동, 남양주 마곡

대도시 저렴주택지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일용직, 건설업 등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조계지, 외국군대, 사원 등이 계기가 되어 형성

·거주지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형성

·인천 차이나타운, 부산차이나타운, 

서울이태원및이슬람마을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

·학교,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형성

·선진국의 한국주재원 중심

·서울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마을

*출처 : 국토연구원(2009),「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1-외국인 밀집지역 현황과 정책과제-」, 
p.9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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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의 현황 및 특징

지역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형성시기 2000년 초부터 2005년부터 활성화
1990년중반부터(2010.4재개발예정), 2002년

중반부터 활성화

거주인구

(‘14.1.1기준)

영등포구내 외국인 48천여명(조선족 41천여명),

대림제2동 조선족 약1만명

구로구내외국인37천여명(조선족31천여명) /

가리봉동조선족약8천6백여명

주요상가 및

건물

식당가, 식품점, 직업소개소, 목욕학원, 여행사,

행정사, 병원, 대림중앙시장

식당가, 노래방, 건설인력 소개소, 건두부공장,

가리봉시장

특징

-2·7호선 환선지역, 교통편리, 가리봉재개발에

따라 제2의 고향으로 부상

-방값(보증금500~1000만원/월세 20~30만원대)

-동북 3성지역 중국동포거주

-지속적인 시장확장 및 인구증가, 3인 이상 가족

단위 거주자 우세

-저렴한 쪽방 다수(보증금50~100만원 /월세 15만원

~20만원)동포집중거주지

-연변출신 조선족여성들이 식당 운영을 많이 함

-이곳에서 초창기 장사를 시작하여 타지역으로

사업확장한 상인들 많음

-생활계층(下), 고령인구 많음

*출처 : 국토연구원(2009),「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1-외국인 밀집지역 현황과 정책과제-」, 
p.1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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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실태조사 현장답사 및 심층면접

일시 : 2015.8.26.(수), 오후 14:00~18:00

장소 :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대상 : (사)재한동포총연합회 이사장

❍
❍ 2007 3

2015 8 ( )
❍

- 32 「 」 4
- , 

❍ ( 中)
- ·
- , , , , ( · )
- ( )
-
- , , · , 
-
-

[(사)재한동포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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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현장답사 : 가리봉동 종합시장 일대 →대림동중앙시장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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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 1-2

: 

- ‘ ’

- 2005 , 

- ‘ ’

- 3 ~6 7

- , 

20~30

- , 

2006

- 2009.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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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2호선 대림역>

<대림동 중앙시장 야경>

<대림동 중앙시장>

<2호선 대림역 근처
직업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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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 ( 3 ~ 5 )

- 1960~80 , 

- 90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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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가리봉동 종합시장>

<가리봉동 종합시장 뒤에 위치한 노후주택>

<가리봉동 종합시장 입구 앞 거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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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외국인 거주밀집지역의 현황

<가리봉동 주택 및 주택가의 좁은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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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외국인 대상 주거정책의 과제 多가치
SEOUL

서울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의 취약계층(청년, 노인 등)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중단기적 로드맵 작성을 통해 우선, 외국인들이 초기정착 시 필요하고

이용 가능한 임대차계약 정보,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의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 등의 검토

서울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생활실태 및 주거실태 파악 노력이 필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