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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이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을 보도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특정 외
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본다. 외국인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의 주제
별,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뉴스 전문 채널, 그리고 신문사를 포함한 16개 언론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된 뉴스 중 프랑스인 거주 지역인 서래마을, 일
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 그리고 중국인 거주 지역인 구로동을 주제어로 보도된
기사를 추출하여 일원 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보도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서래마을의 경우, 문화 관련 주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반면, 구로동의 경우
서래마을과 동부이촌동에 비해 경제 뉴스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보도는 미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원 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외국인 마을과 보도 시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마을과 보도 시기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고, 특히 문
화 주제의 보도에서는 서래마을에 관한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체의 편향된 보도 관행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대중에게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
고, 나아가 다문화 공간의 구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유입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산되는 공간 담론을 빅카인즈를 활용한 뉴
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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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슬람식 의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흔히 눈에 띄고, 이
태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도 음식점과 프랑스식 디저트 전문점을 쉽게 찾
을 수 있다. 이는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세계화가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개방되자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해외 자본이 본격
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자본의 탈국경화
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이주 노동 인구의 유입을 야기하였고, 취업
뿐 아니라 교육, 결혼, 주재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증
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법무부, 2016)에 따
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10만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며, 17개
광역 시·도 중 인구가 열 번째로 많은 전라남도(179만9044명)와 비슷한
수이고, 충청북도(158만 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천인성, 2016). 이 중 단
기 체류자(관광 혹은 사업차 방문)를 제외한 장기 체류자는 146만7873명
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77%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서울시 등록 외국인 수는 2007년 22만9072명에서 2016년 3분기 현재

27만2117명으로 늘었다(서울통계, 2016). 구체적으로 거주 유형별 외국
인 공간 분포를 분석한 연구(박세훈·정소양, 2010)에 따르면, 서울시에
는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결혼 이민자가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노동자 거주 지역과 동
일), 유학생이 1천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광진구), 그리고 전문 인력이 1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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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이 밀집해 있으므로, 다양한 거주 목적을 가
진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사회, 특히 서울시 내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은 매년 확산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고용 허가
제·방문 취업제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결혼
이민자에게도 일정 기간 체류만을 허용하며 법적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정
착을 위한 정책 및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지 못하여 한국 생활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국가 출신, 혹은 유사 문화권 이주자들과 집중적으로 교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상권, 교육 기관, 종교 기관과 같은 사회 조직을 중
심으로 형성된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은 국내 유입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포린후드 시대1를 열어 가고 있다(정임수, 2013). 거주 목적에 따라 유사
문화권 출신 이주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지역 물가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의 증
가에 따른 상권 확장과 외국인 학교의 이전 등으로 인해 이주 초반에 형성
하였던 마을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김나한, 2016). 예컨대 1992년
한·중 수교 정상화 이후에 중국인(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 포함)의 유입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주 초기 형성된 구로구의 중국인 마을은
정착 안정화와 함께 이주민 수가 증가하며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까지 거주지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확장이 주류 한국 사회로의 편
입과 더불어 한국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미하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

1

포린후드(foreignhood)란, foreigner와 neighborhood의 합성어로 한국인과 이주민이 어울려 사는
주거 문화의 확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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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의 공존과 확대에 긍
정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을 달리 느끼며 다문
화에 대한 인지적 선호와 실질적·정서적 수용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강기헌·박민제·성호준, 2017). 이는 주류 사회로의 이주민 유입을 현
실적인 사안으로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단일 민족주의에 기인한 배타성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이다.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인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주민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과 주거지 환경 악화를 사회 심리적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집합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
체성으로 인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의
경계 허물기는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
정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김미향, 2016)을 가지거나, 서구권 출신의 백인
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감정적
기제(동아일보, 2017)를 발동한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주민들이 결집하여 형성한 사회 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한국인의 경우 언론 보도의
현실 구성이 특정 거주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김희상과 윤인진(2017)은 한국인과 북한 이탈 주민 간의 제한적인 접촉
상황을 고려하여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간접 접촉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수
용성 개선을 논의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하더라도 따뜻함이라는 연민의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정서적 수용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한국
인들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이주민과 그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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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주류 사회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언론 보도의 역할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인
마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 담론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국 언론의 이주
민 재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과 외국인 거주 분화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이번 연구의 주요 데이터
베이스인 빅데이터가 언론학에서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지 연구 동향을 정
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이슈 생성을 분석하여
특정 외국인 마을에 대한 이미지의 고착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문헌 검토
1) 한국 언론의 이주민 재현의 특성: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 담론의 갈등
김은미와 김지현(2008)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주
류 사회의 문화를 우선 인정하며 그것을 근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
하는 모형인데, 미국이 택한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주류 사회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
극 개입하여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캐나다나 호주가
택한 다문화 모형이다. 이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민족·문화적
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이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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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윤인진, 2008; Troper, 1999). 비교적 짧은 역사의 외국인 유입과
행정 절차상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
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나 현실적으로는 문화 다원주의 모형을 따
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윤인진(2008)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기보다는 동화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의 ‘다문화 지향’ 정책을 지적하였다.

‘관 주도’적이기보다는 국가와 시민 단체 간의 정책 네트워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보안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불
완전한 개념 정립 단계에서 일상적인 다문화 경험이 선행되며 사회 구성
원 간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다문화 현상을 일찍이 직면했던 서구
에서는 오히려 다문화주의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설한, 2014). 이처럼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공유라는 모순된 가치의 갈등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이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기회
가 부족한 한국인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다문화 사회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관념과 언론에 대한 아모시(Amossy, 1997)의 연구
에서 나타나듯이,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적 구
성이 사회 내로 전파되면 선별적인 인지 작용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도 한국 언론의 사회 내 소수자로서 이주민 재현
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
의 메타분석 결과, 매체의 정파성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가 ‘온정주의’, ‘타
자화’,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수
매체보다는 진보·대안 매체가 제한적으로나마 한국의 지배적 가치를 벗
어나 이주민의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 통합적 다문화주의를 실
천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인희·황경아, 2013). 지상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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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뉴스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KBS 9시 뉴스 역시 이주민을 단순 노동자
나 범죄자로 한정 짓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인종·국적·성별에 따라 위
계적 재현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남성의 경
우 기술직 노동자로, 동남아 여성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재현한 반면, 백인
들은 전문가나 운동선수로 재현하며 집단보다는 개인적 특성을 부각하는
시각적 재현 방식을 사용하였다(주재원, 2014). 이주민 관련 기사의 이분
법적 담화 전략을 분석한 신유리(2013)의 연구도 한국인의 긍정적인 측면
을 강조하는 ‘우리’와 이주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들’로 타자화하
는 양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은,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를 정형화된
이미지로 반복 재현하면, 수용자들은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11 테러(2001), 김선
일 이라크 피랍(2004), 걸프 해역 해적 납치 및 이슬람 여성 탄압 등 이슬
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노출될수록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나타나 이태원 관광 특구에서의 이슬람 음식 소비에도 거부감이 나타났다

(박종구·육풍림·강재구, 2012). 또한 이주 노동자 관련 범죄 보도 노출
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사회 치안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인식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강
화한다(우충완·우형진, 2014). 이때 이주 노동자들과의 직접 경험이 반
드시 긍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타자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인종적 편
견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특유의 민
족주의 정서를 발동하여 외국인의 국적과 이주 목적에 따라 인종적·민족
적 배타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범죄에 따른 불안감

14

미디어 경제와 문화 15권 2호

증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부재한 반다문화 담론의 형
성으로 보인다(심양섭, 2016). 온라인 공간에서는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주류 사회 구성원과 공존 불가능한 차이로 지적하기도 한다. 거주민과 이
주민의 차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에 대한 육주원(2016)의 연구는, 기
존의 인종화·젠더화되었던 주류 다문화 담론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반다
문화 담론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다양성의 정도는 여전히
타자인 이주자를 위계화하고, ‘문화’를 필두로 인종주의를 여실히 드러내
고 있다.
이러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중에서도 노골적인 인종적 차별을 유
발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여기는 집단의식에 의해 상징적 인종주의가 발동
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 태도를 보이지 않
기에 암묵적 인종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특정 인종의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주류 다수 집단의 이권이 침해받
는다고 여기고 차별적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의 상징적 인
종주의는, 일제 식민지 당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며 백인 우월주
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은 단일 민족 이데올
로기와 결합한 것이다(김현희, 2014). 레드로스크(Redlawsk,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사회 내 다양성 추구와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현대 사회의 인종 차별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흑인 우대 정책에 반대하거나 흑인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의 인종에 대한 타자화로 뉴스 수용자들은 무
의식적으로 인종주의를 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내재화된 차별 의식은 급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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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공간과 외국인 거주지 분화
서울시 내 외국인 마을의 거주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서울의 다문화 공간을 네 가지로 구분한
김일림(2009)에 따르면,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쯤 교육과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족적 특징의 연희동 차이나타
운,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반포동 프랑스 서래마을과 1990년대 중반 이
후 경제적 목적에 따라 슬럼화된 장소에 민족별 게토(ghetto)를 형성한 조
선족 마을, 무슬림 마을로 면적 공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도로변
을 따라 일시적 상권을 형성하는 나이지리아, 필리핀, 네팔 거리가 선적 공
간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중심으로 수직적 경관을 형성하는
점적 공간 유형으로는 몽골, 러시아 타운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
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대부분이 사회적 하
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의 거주 지역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빈곤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66%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인종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분절화가 일어나
민족별 거주지 분화가 확산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박세훈·정
소양, 2010).
김은미(2007)는 주류 인구가 총 인구의 98%에 달하는 비이민 사회
로서의 한국에 나타나는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
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긴 이주 역사를 가진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주거 마을이 형성된다. 여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여가 시
간을 영위하는 문화 공유의 공간이 소수 문화의 소통 채널로 나타난다. 이
러한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의 분포는 푸코(이상길, 2014)가 제안한 헤테로
토피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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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와 달리,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의 배치가 실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그 안에서 제도화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장소
들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공존한다고 의식하지 못할 만큼 고
립된 장소들이기도 하다. 또한 열린 장소지만, 그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만
으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만큼 폐쇄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 사는 필
리핀 이주민 사회를 연구한 임안나(2016)는 주말마다 모이는 그들만의 아
파트라는 공간이 거주국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주자들을 분리하는 동
시에 안식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헤테
로토피아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서울의 외국인 마을 역시, 증가하는 외국
인 거주자의 수만큼 거주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나 정작 공존하는 주류 한
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표면상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속
에서 주류 거주민과 소수의 이주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만, 오히려 각자의 거주 영역을 확보한 이질적인 공간들이 결집한 헤테로
토피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의 경우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토론토, 몬트리올, 벤쿠버)를 중
심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초기 이주민이 거주 공간을 형성했으나,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거주지가 분산
및 확산되고 있다(강휘원, 2010). 또한 서민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로 발전한 프랑스의 벨빌 지역은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프랑스적 도시 일상의 풍경을 넘어 전형적인 프랑스 문화와 대치되는 요
소들이 혼재한 공간으로 공간 실천에 대한 정체성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송도영, 2008). 이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의 이주민 거주 공간의 경
계가 느슨해졌을 때의 문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안
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마을’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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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이주 노동자들을 주민등록 없는 거주민으로 인
정하는 대안적인 지역 운동이었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괴리와 이주 노동
자들의 주체성 상실로 인한 한국 사회로의 부적응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
다(오경석·정건화, 2006). 이러한 이주민과의 공존에 대한 갈등에 대하
여 마다니푸(Madanipour, 2003, p. 75)는 경제적 재구조화에 따른 사회
적 배제가 공간의 분화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상대
적으로 집값이 싼 곳으로 이주민은 밀집하게 되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하면 그곳에 있던 내국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기존 상권, 교육 환경,
행정 서비스 등이 재편되는 것이다. 이때 다문화지구의 주거 지속성과 공
간 인식을 살펴보면(이석현, 2015), 다문화에 대한 환경적 위협과 불안정
성이 주거 공간 지속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높은 다문화 수용성으로 다문
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면 주거 지속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 마을의 공간적 분화에 대한 언론 보도의 관여를 지
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거주지 분화의 기저에 있는

‘우리’와 다른 ‘그들’ 간의 비가시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타자화를 간과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 자본과 외국인
의 유입이 세계적인 현상이었듯이, 한국 사회로의 외국인 이주자 급증과
도시 공간으로의 집중 역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의 복합적
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마을의 초기 형성부터 오늘날 그 영
역을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했을 때, 국내 주요 언론 보도가 거주지 분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언론학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그동안 언론학에서는 주로 보도 경향이나 논조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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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도 주제나 매체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
분 직접 코딩하여 분석하는 내용 분석이나 담론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과 다문화 관련 주제는 사회학, 인류학, 문화 연구 진영에서 다
루어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질적·양적 분석을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
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바라
보는 관점을 거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보도 자료의 양적인 면에 주목하
였고, 그에 따라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언론이 이주민을 보도하는
양상, 그중에서도 외국인 거주 공간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양과 그에 상응하는 컴퓨터의 디지
털 저장 능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엑사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
은 201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방대한 데
이터의 관리 및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
터라는 개념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분석을 통해 현상을 이
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빅데
이터는 네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의 크기(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의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들과 차별화된 특
징을 갖고 있는데, 이에 IBM이 진실성(veracity)의 개념까지 추가하여 빅
데이터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김성태, 2015). 이처럼 데이터
의 범주가 커지고, 분석의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추리 통계만으로는 분석
하기 어려웠던 범위까지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전통
적인 방법인 기사의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오디오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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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사처럼 반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까지 그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
다. 이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인식 가능하도록 정리해 주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다(Manovich, 2011).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박
대민(2013)의 연구는, 향후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
능성을 시사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과학의 분석은 짧은 시간 내에 실
시간 데이터와 장기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수 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
한 조사와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가 언론학에서 새로운 연구의 원천이 될 이유로 정보 분석 방법
의 변화도 들 수 있다. 특정 현상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샘플 연구로
는 알아낼 수 없는 범주를 찾을 수 있다(Viktor & Kenneth, 2013) 따라서
샘플 분석을 통한 추리 통계 방식이 아닌, 원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표본 오차가 없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을 통해서 자동 추출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 내용 분
석 방식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정리하고 코더 간의 신뢰도를 측정
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도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를 통
한 뉴스 분석은 새로운 차원의 거시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빅카인즈를 통해서 41개 매체의 뉴스
를 1990년부터 저장 및 제공하고 있다.2 이처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뉴스
를 모두 빅데이터화하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많
은 뉴스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뉴스 중에서 검색 영역과

2

기존 한국언론진흥재단 ‘카인즈’에서는 66개 매체에 대한 1990년 이후 뉴스 기사를 저장 및 제공하였
으나, 2016년 공개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서는 41개 매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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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방식을 설정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분석에 필요한 뉴스만 추출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를 추
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의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
이 없지만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와 형태소가 동일한 경우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출된 뉴스들을 제목이나 주제어로 재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중복 추출되는 뉴스들도 검색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연
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
에서는 Excel 2010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연구문제
이 연구는 서울 내 외국인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보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주제별로 차이가 있는가?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은 지역별로 나뉘
어 있다. 그에 따라 <연구문제 1>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외국
인에 대한 보도 주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여 거주지별 보
도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의 경우 뉴스가 보도된 지면, 방송 뉴스인
경우 보도 주제 분류를 해당 뉴스의 대주제로 보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보도가 특정 주제와 얼마나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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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 마을과 특정 주제의 뉴스 보도가 연관성
을 띠며 반복된다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
화될 수 있다. 예컨대 서구권 출신 이주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지속
적인 긍정적인 보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감
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비서구권 출신 이주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정
적인 보도는 해당 집단 구성원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보도 변화 추이를 통해 언론이 특정 외국인 이주자 마
을과 이주민 집단을 연결하는 방식이 고정되는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변
화에 따라 고정관념을 전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도 주제의 성향을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뉴스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뉴
스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3를 활
용하여 수집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41개의 뉴스 채널 중 지상파 방
송사 MBC와 SBS,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YTN까지 3개 방송사와 <경향
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
국일보>, <헤럴드경제> 13개 신문사로 총 16개 뉴스 미디어를 분석 대상

3

tools.kinds.or.kr, BIG KIND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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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정하였다4. 빅카인즈를 활용한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김은이,
송민호, 그리고 김용준(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빅카인즈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
이는 세 신문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방송사까지 포함해 더 많
은 수의 뉴스 미디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박대민, 2016). 이 연구에서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사
는 종이 신문이 아닌 언론사 닷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신문
간의 비교가 아닌 언론사 간 연구가 되고, 방송사 뉴스의 반정형·비정형
상태의 뉴스도 정형화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의 양
은 방대하다. 이처럼 많은 데이터의 양으로 연구의 질을 높였다. 그리고
코딩 대신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방식을 활용
하기 때문에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
로 빅카인즈를 이용한 뉴스 추출 방식은 많은 양의 기사를 분석하는 데 적
합하여 최근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추세다. 이 연구에서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국내 주요 언론에서 어떤
주제 분류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지 주제어 검색을 통해 뉴스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4

‘빅카인즈’의 매체명은 자매지를 포함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경우, 신문 외에 <MBN>, <매경이코
노미>의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사 수집 시작점이 <문화일보>는
1997년, <내일신문>은 2003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1995년, <서울경제>는 1996년, <헤
럴드경제>는 2000년, <파이낸셜뉴스>는 2002년, 나머지 6개의 전국지는 1990년부터 수집되었다.
이처럼 수집 매체 수의 증가에 따라 절대적인 보도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수집 매체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외국인 거주 마을과 특정 주제 보도에 관
한 상대적 비교이며, 시계열 분석에서는 키워드별 분석보다는 키워드 간 보도량의 차이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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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 단어의 빈도 분석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랜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트랜드’ 기능은 연간, 월간, 일간으로 자료
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편이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키워드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지만, 기간과 기간, 키워드
와 키워드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으로 기사들을 Excel 2010에 정리
하였고, 통계적 검정을 위해 SPSS를 사용하였다. 기사의 빈도는 Excel

2010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이용하여 직접 분류, 산출하였다. 또한 기존
신문 연구에서 지면별로 데이터를 분류, 분석했던 방식 대신 빅카인즈의
주제별 분류를 적용하였다. 기존 신문 지면과 다른 뉴스 분류 방식을 따르
는 빅카인즈는 구체적으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과
학과 같은 8개의 [통합 분류]로 제공하고 있고, 통합 분류와는 별도로 기사
내용을 범죄, 재해, 사고, 사회에 관한 [사건/사고] 분류로 함께 제시하여
기사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분석 기간
이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의 보도 성향을 분석하고자 가능한 많은 뉴스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6일까지
보도된 뉴스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빅데이터 연구의 장점을 최
대화하기 위해 빅카인즈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뉴스부터
가장 최근 뉴스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최대한 많은 수의 기사를 분석
함으로써 사례 수가 적었던 기존 내용 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박대민(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27년
간 뉴스 기사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장기 시계열 분
석으로 뉴스 보도 성향의 거시적 지형을 보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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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집 방식
연구 분석 대상인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뉴스는 빅카인
즈에서 제목 및 본문에 연구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색어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속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
신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가장 많은 인구의 외국인의 출신국
가로 대표되는 ‘프랑스’, ‘일본’, ‘중국’ 을 검색어로 지정하였다.5 이 세 국가
를 선정한 이유는 서구권과 비서구권 이주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함인데,
프랑스인들은 다른 서구권 출신 외국인들과 달리 행정적, 언어적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거주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서
구권을 대표하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일본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
교 정상화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마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해
선정하였다.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은 프랑스나 일본과는 다소 차
이가 있다. 중국계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
이 유입된 외국인 집단으로,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정상화 이후 친지
방문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
한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
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이 거주하며 형성한 외국인 마
을의 명칭, 혹은 지역 이름을 주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내 약 28
개의 외국인 거주 마을 중에서 프랑스인 이주자들의 거주 지역인 ‘서래마
을’,6 일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 그리고 중국인 이주자들의 집단 거

5

미국 출신 이주민들은 특정 마을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 국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프랑스인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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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인 ‘구로동’을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의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뉴스를 추출한 결과,
서래마을에 관련된 뉴스 기사는 890개, 동부이촌동에 관련된 뉴스는 353
개, 그리고 구로동에 관련된 뉴스는 901개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사 검색을 위해 사용된 9개의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1) 서
래마을, 프랑스, 2) 동부이촌동, 일본, 3) 구로동, 중국, 이렇게 외국인 마
을이 형성된 행정구역상 동이나 마을 명칭과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를 검
색어로 입력해 뉴스를 추출했다.

5. 연구 결과
1) 외국인 마을에 대한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의 차이 분석
(1) 기술 통계

서울시 내에서 프랑스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그리고 구로동과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인 프랑스, 일본, 중국을 키워드로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되어 있는 뉴스 총 3016건을 추출했다. 빅카인즈에서는 연도별, 주제 분
류별, 기술 통계 자료를 검색하여 추출하였고, 추출된 기사에서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과 이주민을 분류하였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Excel

2010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와 맞지 않는 기사는 삭제하였다.7

6

서울 거주 프랑스인의 75%가 거주하는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동은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외국인 학
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주요 구성원이
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구분이 아닌, 방배동과 반포동에 걸쳐 있는 프랑스 마을로 널리 알려진
‘서래마을’을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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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제 분류별·지역별 뉴스 보도 건수

(단위: 건, 괄호 안은 %)

서래마을*프랑스 동부이촌동*일본

구로동*중국

총계

지역

1 (0.14)

5 (1.63)

35 (4.50)

41 (2.30)

정치

3 (0.43)

9 (2.94)

12 (1.54)

24 (1.35)

스포츠

8 (1.15)

7 (2.29)

7 (0.90)

22 (1.24)

사회

125 (17.93)

33 (10.78)

90 (11.58)

248 (13.93)

문화

256 (36.73)

120 (39.22)

91 (11.71)

467 (26.24)

국제

242 (34.72)

44 (14.38)

83 (10.68)

369 (20.73)

경제

50 (7.17)

79 (25.82)

406 (52.25)

535 (30.06)

IT_과학

12 (1.72)

9 (2.94)

53 (6.82)

74 (4.16)

총계

697 (100.00)

306 (100.00)

777 (100.00)

1,780 (100.00)

note: 표에 제시된 수치는 ‘기사 건수’를, 괄호 안의 수치는 마을별 보도량 중 해당 분류의 보도 비율(%)을 의미함.

우선 전체적인 뉴스 보도량의 비교를 위해서 9개 검색어 1) 서래마을,
프랑스, 2) 서래마을, 일본, 3) 서래마을, 중국, 4) 동부이촌동, 프랑스, 5)
동부이촌동, 일본, 6) 동부이촌동, 중국, 7) 구로동, 프랑스, 8) 구로동, 일
본, 9) 구로동, 중국으로 뉴스 보도 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마을에 대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서래마을과 프랑스 관련
보도 697건, 동부이촌동과 일본에 관한 보도 306건, 구로동과 중국에 관
련된 뉴스 보도 777건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했다.
프랑스인들이 서울로 이주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한 서래마을에
관한 보도량을 보면, 서래마을에 관련된 뉴스 보도 중에서 중국인이나 일

7

초기 검색에서 추출된 자료는 총 35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복 기사 및 [인사], [신설법인 현황] 관련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3016건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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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을별 문화 주제 연간(1990∼2016년) 보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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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보도 건수)

본인에 관한 뉴스보다 프랑스인에 관한 뉴스 보도량이 현저히 많았다. 특
히 이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 주제의 보도량이 256건으로 서래마을과 일본,
서래마을과 중국에 관한 보도에 비해 2∼4배가량 많은 양이었다.
일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을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한 결과를
보면, 모든 주제 분류에서 일본인에 대한 보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문화 주제의 보도량이 12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
제 주제의 보도량이 그 뒤를 이어 많았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로동에 관련한 뉴스에서도 일본인
이나 프랑스인에 대한 언급보다 중국인에 대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 분류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 90건, 문화 91건, 국제

83건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경제 관련 주제로 보도된 뉴스가 406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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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뉴스 보도
량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마을에 대한 보도가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
요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도가 중심을 이루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서래마을
은 프랑스인, 동부이촌동은 일본인, 그리고 구로동은 중국인들의 터전으
로 각인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연구에 맞게 세 지역과 이주민
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한 뉴스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언론의 문화 주제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문화 주제 분류만 추가 분석해 보았다. 연간 보도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나는데, 연간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한 뉴스
는 문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에 동부이촌동과 일본, 구
로동과 중국에 관한 문화 주제의 보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원 변량 분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상관성 분석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추리 통계를 통해서 인과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의
차이기도 하다(Viktor & Kenneth,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빅카인즈에
서 제시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도 성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빅
카인즈에서의 뉴스 유형 분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
이 신문에서의 지면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때 빅카인즈의 뉴스 유
형 분류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뉴스 전
달 매체가 성행하는 시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지면 분류보다 현상을 세
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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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뉴스 유형 분류를 차용하였고, 분석 대상인 프랑스, 일본,
중국에서 서울로 이주한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뉴스 유형별 보도 건수 평
균값의 차이를 ANOVA로 검증하였다.

<표 2>는 서래마을과 프랑스, 동부이촌동과 일본, 그리고 구로동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주로 어떤 주제로 보도되었는지 보도 건수 평균값
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이
주자 마을과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이는 주제는 지역, 문화, 국제, 경제, IT_과학 분야 주제였다. 이 가운데서
도 통계적 설명력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서래마을과 프랑스 관련 보도
에서 문화 주제와 구로동과 중국 관련 보도에서 경제 주제의 뉴스였다. 서
래마을과 프랑스를 키워드로 보도된 뉴스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서 가
장 보도량이 많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49.65, df ＝ 2,520, p ＜

0.05). 프랑스인들이 밀집하는 서래마을에는 그들의 생활방식을 향유하
기 위한 성향이 강하므로 프랑스풍의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와이너
리,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이 많다. 이러한 프랑스식 지역 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에게도 데이트 명소나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로 주목받고 있고, 때
때로 프랑스인들의 축제도 열리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는 지역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련된 뉴스는 문화 관련 주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로동과 중국의 경우는 경제
주제의 뉴스 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49.32, df ＝ 2,520, p ＜ 0.05). 1960대 구로수출공단이 자리 잡으
면서 중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이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한·중
수교로 조선족의 방문이 자유로워지면서 이곳의 이주민 인구 밀도는 더욱
높아졌다. 보도된 뉴스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취업과 그들이 우리 경제
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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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국인 이주민들의 거주 마을별 뉴스 보도량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서래마을
*프랑스

동부이촌동
*일본

구로동
*중국

df

지역

0.007a
(0.085)

0.029a
(0.253)

0.165b
(0.679)

(2,520)

정치

0.022
(0.146)

0.053
(0.249)

0.057
(0.318)

스포츠

0.058
(0.337)

0.041
(0.226)

사회

0.906b
(4.378)

문화

η2

p

6.42***

0.02

.002

(2,520)

0.84

0.00

.433

0.033
(0.265)

(2,520)

0.35

0.00

.706

0.193a
(0.714)

0.425ab
(0.918)

(2,520)

3.56***

0.01

.029

1.855b
(2.291)

0.702a
(0.818)

0.429a
(0.702)

(2,520)

49.65***

0.16

.000

국제

1.754b
(5.434)

0.257a
(0.636)

0.392a
(0.749)

(2,520)

12.66***

0.05

.000

경제

0.362a
(0.773)

0.462a
(0.753)

1.915b
(2.488)

(2,520)

49.32***

0.16

.000

IT_과학

0.087a
(0.372)

0.053a
(0.410)

0.250b
(0.659)

(2,520)

7.92***

0.03

.000

총계

5.051b
(9.747)

1.789a
(1.702)

3.665b
(3.212)

(2,520)

13.78***

0.05

.000

F

note 1: 월별 평균 기사량(M )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 편차(SD )를 보여 줌. 자료의 특성상 소수점 3자리까지 표
시. 가령, 구로동*중국의 ‘지역’과 관련한 보도량은 M ＝ .165으로 이것은 구로동*중국의 ‘지역’ 주제의 기
사가 지난 27년간 월별 약 0.165회씩 평균적으로 보도되었음을 의미함.
note 2: a, b로 제시된 첨자는 ANOVA 사후 검정(Scheffea,b Test) 결과.
유의수준(Subset for alpha, p ＝ .05)에서 마을별로 보도량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a, b
혹은 c로 제시. c인 경우 b에 비해서 보도량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c ＞ b ＞ a).
note 3: * p ＜ 0.1. ** p ＜ .05. *** p ＜ .001.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부이촌동과 일본의 경우는 문화, 국제, 경제, IT_과
학 분야의 뉴스에서 고르게 보도하고 있어, 한 주제에 편향되지 않고 비교
적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균등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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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마을에 대한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의 연도별 차이 분석
(1) 이원 변량 분산 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주제 분야별 보도량의 차이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 비교 분석도 하였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뉴스를 10년
씩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회, 문화, 국제, 경제 분야 주제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
로 2000년대부터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개방되며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마을마다 다른 주제에 편향
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래마을’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문화 분야의 뉴스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며(F ＝ 3.87, p ＜ 0.05)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대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23배 이상의 문화 주제의 보도량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뉴스에서 서래마을을 단순한 프랑스인 거주지 이
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
년대 유행하게 된 맛집 열풍과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에 주목하는 보도들
이 많아지면서 언론이 문화적 측면에서 서래마을을 조명하고 있고, 점차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서의 보도도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고(F ＝ 2.54, p ＜ 0.05), 국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지만(F ＝ 2.38, p ＜ 0.05), 이렇게 2000년대 보도량이 급증한
것은 2006년에 서래마을에서 발생했던 프랑스인 부부의 영아 살인 및 시
체 유기 사건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이 한
국과 프랑스 양국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범죄사건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혐의를 인정한 프랑스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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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기에 따른 외국인 거주 마을별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에 대한(시기별 × 마을별) 이
원 변량 분석 결과
(단위: 건, 괄호 안은 %)
시기

지역

정치

스포츠

사회

문화

경제

IT_과학

총계

동부이촌동
*일본

구로동*중국

0 (0.00)

1 (2.86)

1990년대

0 (0.00)

2000년대

0 (0.00)

1 (20.00)

14 (40.00)

2010년대

1a (100.00)

4a (80.00)

20b (57.14)

1990년대

0 (0.00)

4 (44.44)

3 (25.00)

2000년대

1 (33.33)

3 (33.33)

6 (50.00)

2010년대

2 (66.67)

2 (22.22)

3 (25.00)

1990년대

0 (0.00)

4 (57.14)

0 (0.00)

2000년대

7 (87.50)

2 (28.57)

6 (85.71)

2010년대

1 (12.50)

1 (14.29)

1 (14.29)

1990년대

0 (0.00)

12 (36.36)

11 (12.22)

2000년대

105b (84.00)

13a (39.39)

38a (42.22)

2010년대

20 (16.00)

8 (24.24)

41 (45.56)

1990년대

0a (0.00)

20b (16.67)

7a (7.69)

2000년대
2010년대

국제

서래마을
*프랑스

c

84 (32.81)
b

172 (67.19)

b

41a (45.05)

a

43a (47.25)

68 (56.67)
32 (26.67)

1990년대

1 (0.41)

3 (6.82)

3 (3.61)

2000년대

174b (71.90)

23a (52.27)

54a (65.06)

2010년대

67 (27.69)

18 (40.91)

26 (31.33)

1990년대

0 (0.00)

5 (6.33)

26 (6.40)

2000년대

14a (28.00)

35a (44.30)

277b (68.23)

2010년대

36a (72.00)

39a (49.37)

103b (25.37)

1990년대

0 (0.00)

2 (22.22)

0 (0.00)

2000년대

2a (16.67)

1a (11.11)

23b (43.40 )

2010년대

10a (83.33)

6a (66.67)

30b (56.60)

1990년대

1 (0.14)

50 (16.34)

51 (6.56)

2000년대

387a (55.52)

146a (47.71)

459c (59.07)

2010년대

309b (44.33)

110a (35.95)

267ab(34.36)

F (4, 512)

0.65

0.15

1.26

2.54**

3.87**

2.38**

7.66***

1.43

1.37

note 1: 시기별 총 보도량과 괄호 안의 수치는 보도량 중 해당 시기의 보도 비율(%)을 의미.
note 2: a, b로 제시된 첨자는 ANOVA 사후 검정(Scheffea,b Test) 결과.
유의수준(Subset for alpha, p ＝ .05)에서 마을별로 보도량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a, b
혹은 c로 제시. c인 경우 b에 비해서 보도량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c ＞ b ＞ a).
note 3: * p ＜ 0.1.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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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기별, 마을별 ‘문화’ 보도량 차이

부가 본국으로 소환되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자 범죄 관
련 기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프랑스인
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서래마을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일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하거
나 한국인을 소비자로 겨냥한 프랑스인들의 자영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
다. 이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서래마을의 문화면 기사가 압도적으로 증가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련된
뉴스에서 사회와 국제 주제 관련 보도를 제외하고, 문화 주제의 보도가 점
차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로동’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경제 주제의 뉴스 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F ＝ 7.66, p ＜ 0.01), 보도량은 1990년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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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기별, 마을별 ‘경제’ 보도량 차이

2000년대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경제 분야의 보도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
만 이후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계적
으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관련 보도량도 감소했지만, 서래마을과
동부이촌동에 비교하면 구로동 관련 경제 주제의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래마을이나 동부이촌동과 비교한다면
구로동의 문화적 측면의 보도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구로동이나 중국인의 문화적 관심은 미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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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한계점
이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국
인 거주지 형성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살펴보았다. 특정 외국
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언론의 이슈 생성은 고정된 이미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인종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일탈성 혹은 선정성에 치우쳐 외국인 마을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가 이
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간 특정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지 분석하
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도된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중에서 지상파 방송사 두 채널과 뉴스 전문 채널, 그리고 주
요 일간지 13개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언론사 뉴스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기사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와 거주 지역을 주제어로 검색하였고, 주제별
분류 및 시간차에 따라 이원 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는 주제 분류에 따라 보도량이 다
르게 나타났다. 기술적 통계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주요 거주지인 서
래마을의 경우 문화 주제의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본인의 주요 거
주지인 동부이촌동 역시 문화면 보도가 가장 두드러지고 경제면, 국제면
보도도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이 밀집한 구로동의 경우 경제
면 기사가 많았다. 이때 서래마을에 대한 문화 주제의 보도가 다른 외국인
마을에 비해 많은 것은 상징적 인종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혼혈이라
는 인종주의적 색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는 ‘다문
화’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은폐하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이
다문화를 상징하듯이,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그들의 거주지 공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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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이주 당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착한 이주민들은 그 지역을 대표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언론 보도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거주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인
담론을 형성하며 파생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이미지
에 대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언론 보도 양상을 통해 드러난
다. 전반적으로 문화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야만
과 문명(문화)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서구 우월주의에 따른 배타적 문
화 수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타문화권 출신
의 이주민들과의 공존 시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주
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한 현격히 적은 문화 관련 보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 보도의 차별적 포섭 방식은 구로구에 거주
하는 중국인의 범죄인화로 인해 지속적인 원주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주거
지속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중국인의 결집은 강화되어 한국 사회로의
동화보다는 동일 국가 출신들 간 단합으로 게토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류 사회와 이주민 집단 간의 갈등 조장 가능성으로 인해 외
국인 거주지는 특정 이미지를 지닌 마을로 구획화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고착화되어 외국인 마을의
구획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역기능을 발휘하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동
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자로 단정 지어 행
정적 정책 확립을 더디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외국
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거주지 분화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
타나는 데에 언론 보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주제의 보도에서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한 보도가 압도
적으로 많은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특정 마을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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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분석으로 증명하여 다문화 담론을 계량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27년간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다는 점
에서 빅데이터의 언론학으로의 적용을 실현했으나, 연구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방대한 기사 검색 결과로 인해 분류가 난해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인을 제외한 동아시아인 거주 지역은 보도량 자체가 현
저히 적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언론 보도와 한국 사회의 무관심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는, 통합
분류 외에도 뉴스 식별자, 일자, 언론사, 제목, 기사 본문 서두와 같은 언론
사 제공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기고자, 인용문, 기사 내 인물, 기관, 위치,
키워드, 특성 추출과 같은 자연어 처리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
료들은 기사 수집 작업 및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연구자의 수고를 경감시
키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개별적 분류 작업에
의존하는 일회적(cross-sectional) 내용 분석을 종단적(longitudinal) 분
석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 공간 관련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계급적, 인종적 혹은 젠더화되는 양상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동, 결혼, 교육과 같이 서로 다른 이주 목적
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계급화와 인종적
재현이 공간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상
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지역이나 본국의 이주민이 사전에 자리 잡은 지
역으로 결집할 경우, 원주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공
간의 분화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경계 또한 두터워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데서 언론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프랑스 서래마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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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그리고 구로동 일대 중국인 마을에 관한 기사의 내
용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거주 공간 분화에 발동하는 언론 보도 태도와 외
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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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ulticultural Space in Seoul
Analysing the Coverage of Foreign Communities
with News Big Data Analytics ‘BigKinds’ fo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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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spatial segregation of immigrants in Seoul aiming to
better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Korean news coverage regarding
multicultural society. By employing news big data system named BigKinds
and ANOVA analysis, 1,780 news reporting from 1990 to 2016 of three
major broadcasting and 13 newspap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Seorae
village based on French background, Dongbu Ichon-dong Japanese village
and Chinatown in Guro District. The study in the base of One-way ANOVA
finds, at first, specific theme － culture － is solely focused on Seorae village,
whereas Guro district is exclusively reported on cultural theme. In addition,
based on Two-way ANOVA reveals that the news reporting has been
increased since 2000s particularly Seorae village and cultural them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stereotypical images on specific space lead to bias
toward the foreign communities. Accordingly, this study contributes to pave
the way to multicultural discourse by news big data concept in medi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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