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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em의 위치

Harlem’s Neighborhood

• West Harlem
- Manhattanville
- Morningside Heights
- Hamilton Heights

• Central Harlem
-Mount Morris
-Striver’s Row and Astor Row
-Sugar Hill

• East Harlem/Spanish Harlem

• Washington Heights (North)

East
Harlem

Central
Harlem

West
Harlem

Washington 
Heights



•최초의 이주민은 네델란드인 (1658년)이었으며, 네델란드의 도시 이름을 붙여 Nieuw Haarlem으로 불리기 시작함
•1664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Harlem으로 지명이 바뀌었음
•그후 약200년동안 농업지역으로 풍요로운 땅이었음
•초기에는 뉴욕시까지 증기선,역마차로 통행하였으나 1831년의 New York and Harlem Railroad 개발로 교통이 원활해짐
•1850-1870년에 할렘의 땅이 척박해지며 농작물의 양이 줄면서 서서히 쇠퇴함
•1873년부터 Harlem Village는 뉴욕시의 행정구역에 속하게 됨

•1880년 고가철도의 연결 및 Lower 맨하탄까지 연결되는 Lexington Avenue지하철 개통 예정으로 도시화 개발계획 활발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설등 거주지로 개발 활발해짐
•1890년대에 과도한 건설붐과 지하철개통의 지연으로 주택가격 하락함

교통의 개발을 시작으로 한 도시화

Harlem의 역사
Harlem 초기 역사



•1904년의 Harlem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백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흑인의 유입시작
•Afro-American Realty Company는 Manhattan Downtown 개발로 주거지에서 밀려난 흑인들을 할렘으로 이주하도록 도음
•20세기초 더 나은 직업과 교육을 위해 남부지역에서 이주해 온 흑인들이 Harlem에 많이 정착함
•갑작스런 흑인인구 증가에 대해 백인들의 저항과 반대가 있었으나 역부족이었음
•인구조사결과, Central Harlem의 흑인인구는 1920년에 32.43%, 1930년에는 70.18%였음

The sign reads "Apartments to Let. 3 or 4 Rooms with Improvements For Respectable Colored Families Only.“

Harlem의 역사
Harlem의 흑인 인구 증가

흑인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 발생

•다른 지역의 흑인세입자 기피현상과 뉴욕시의 흑인인구 증가로 인해 타지역보다 높은 렌트비 요구
•높은 렌트비로 인해 사람들은 좁은 곳에 모여살게 되었으며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임
•주거 건물들은 입주자의 부주의한 사용 및 관리미흡등으로 급속도로 낙후되어가기 시작함
•1968년도 조사에 의하면 Harlem의 51%의 건물만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500건의 위생문제, 건물 구조물 문제,
난방관련등의 불편신고가 NYC Building Department에 접수됨

Harlem의 역사



•Harlem은 세계대공항과 2차세계대전이후 가난하고 범죄율 높은 “Ghetto” 로 퇴락됨
•지속되는 건물낙후문제로 인해 건물주들은 벌금과 세금 그리고 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건물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남
•197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의 인구밀도가 다른 맨하탄지역에 비해 낮아졌음
•1987년 당시 Harlem의 65%의 건물은 뉴욕시의 소유가 되었으며, 대부분 비어진 채로 남겨져 마약거래와 다른 비정상적인
활동에 사용됨

Harlem의 역사
Harlem 주거지역의 쇠퇴

Harlem의 범죄율 및 사회문제 증가

•1950-60년대 백인들과 중산층 흑인들의 이주 이후 극빈층만 남게된 Harlem 지역의 범죄율은 더욱 높아짐
•1964년 뉴욕시 전체 약물중독자 중 50% 가까이는 Harlem 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살인사건율은
뉴욕전체 대비 6배가 높았으며, 절반이상의 아이들이 편부모, 또는 부모가 없어 청소년 범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으며, 1953-1964년 사이 청소년 범죄율은 뉴욕시 대비 50%정도 높았음

•Harlem의 히로인, 코카인등의 약물중독문제는 다른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Harlem의 역사



•흑인 문화의 발전의 중심이 된 할렘 르네상스는 1920년대에 시작됨
•민족적인 각성과 흑인 중심의 문예 부흥운동이었음
•흑인 미술가, 예술가, 문학가등이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는 수많은 작품 발표하며 흑인인권운동에 앞장서기 시작
•APPOLO Theater, Cotton Club에서 Louis Armstrong, Duke Ellington같은 많은 유명한 음악인 배출

Harlem Renaissance

Harlem의 역사Harlem의 역사



Malcolm X           Adam Clayton Powell Jr.     Martin Luther King

•경제 대공항으로 어려워진 경제사정 및 인종차별의 긴장감으로 1935년과 1943년에 할렘 대폭동 일어남
•1960년대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종교지도자및 정치인들이 혼란의 시기에 흑인들을 연합시키는 기초발판 마련
•이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흑인의 복지향상, 정치력 부여, 사회력 증진을 위한 인권운동 활발히 진행

Harlem 정치지도자 및 인권운동

1980년대 후반 뉴욕시의 재개발 프로그램 시작 & 현재의 변화된 Harlem
•정책적으로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 뉴욕시의 소유로 비어있는 건물들을 여러가지 혜택 제공과 함께 일반에게 경매함
•Rudolph Giuliani 뉴욕 시장 재직 당시 경찰력을 향상시켜 범죄율 낮추는 노력을 기울임
•1990년이후 125가 중심의 상권개발 위해 노력함
•1990년과 2000년 사이 할렘의 건설개발로 14%의 주택이 증가되었으며, 큰 부동산 가격의 상승함
•1990년과 2006년사이 백인과 히스패닉, 동양인등의 유입으로 인구가 16.9% 늘어남

Harlem의 역사Harlem의 역사



할렘의 브라운스톤의 주택 & 새롭게 개발되는 모습

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현재 Harlem의 모습



빌 클린턴 대통령의 퇴임후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현재 Harlem의 모습



노점을 하는 주민들 모습

현재 Harlem의 모습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현재 Harlem의 모습



125th St. 번화가 거리와 사람들 모습

APOLLO 극장앞의 모습

현재 Harlem의 모습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현재 Harlem의 모습



Columbia University 
@ Broadway & 116th St.

CUNY The City College of NY
@ Amsterdam Ave & 135th St.

현재 Harlem의 모습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현재 Harlem의 모습



Single Race, 
Non-Hispanic: (by %)

West 
Harlem

Central 
Harlem

East
Harlem

Manhattan NYC

White 17.8% 2.0% 7.3% 45.8% 35.0%

Black / African American 31.3% 77.3% 35.7% 15.3% 24.5%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0.2% 0.3% 0.2% 0.2% 0.2%

Asian 5.1% 0.8% 2.7% 9.3% 9.7%

Some other Race 0.4% 0.2% 0.3% 0.4% 0.7%

Two or More Races, Nonhisp
anic

2.1% 2.5% 1.7% 1.9% 2.8%

Hispanic Origin (of any race) 43.2% 16.8% 52.1% 27.2% 27.0%

•West, Central, East Harlem에서 각각 다른 인구분포의 특징들을 보임
•West Harlem은 백인 17.80%, 흑인 31.3%, 히스패닉 43.2%로 Central 또는 East 할렘에 비해 다양한 인구구성 분포 보임
•Central Harlem은 흑인의 비율이 77.3%로 흑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East Harlem은 히스패닉이 52.1%, 흑인이 35.7%로 두 부류의 합이 전체의 90%에 가까움

Data from NYC City Planning Site, NYC Community Data Portal (http://www.nyc.gov/html/dcp/html/neigh_info/nhmap.shtml)

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Demographic-Population



•할렘의 가구의 Median Income 은 맨하탄과 뉴욕시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Harlem 내에서는 Central Harlem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할렘지역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00 이하 소득의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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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est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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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West 
Harlem

Central
Harlem

East
Harlem

Manhattan NYC

Median Household 
Income $27,365 $19,924 $21,297 $47,377 $38,519

Data from NYC City Planning Site, NYC Community Data Portal (http://www.nyc.gov/html/dcp/html/neigh_info/nhmap.shtml)

Demographic-Income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Demographic-Income



Harlem Manhattan NYC

No Schooling Completed 4.0% 2.8% 3.0%

No high school diploma 34.4% 18.5% 24.7%

High School Grad Only 22.8% 13.5% 24.4%

Some College 20.0% 15.8% 20.4%

Bachelors 9.9% 26.0% 15.8%

Masters 5.6% 14.3% 7.5%

Professional 1.8% 6.4% 3.0%

Doctorate 1.6% 2.7% 1.1%

•할렘의 25세 이상의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교 미졸업자의 비율이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할렘지역의
낮은 교육수준 현실을 보여줌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9.9%로 맨하탄및 뉴욕시와 비교해 떨어지는 수준임

38.4% 21.3% 27.7%

West
Harlem

Central
Harlem

East
Harlem

Manhattan NYC

Unemployment Rate 18.0% 18.4% 17.1% 8.5% 9.6%

Data from NYC City Planning Site, NYC Community Data Portal (http://www.nyc.gov/html/dcp/html/neigh_info/nhmap.shtml)

Demographic-Education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Demographic-Education



West Harlem Central Harlem East Harlem

*The following values are represented as an index, where the value 100 represents the national average.

• Harlem에서는 Robbery 관련 범죄가 가장 높으며, 그밖에 Personal Crime,  Murder관련 범죄의 비율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도의 Harlem지역의 배치 경찰력 증강로 범죄율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함
• 1981년도 6500건의 Robbery 사건신고가 있었으나 1990년에는 4800건, 2000년도에는 1700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음

Information from :  http://homes.point2.com/Neighborhood/US/New-York/New-York-City/Manhattan.aspx

Demographic-Crime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Demographic-Crime



Harlem지역 땅밟기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지역 땅밟기



Antioch Baptist Church
@ 515 W 125th St

Lagree Baptist Church 
@ 362 W 125th St

Mt Olivett Baptist Church @ 201 Lenox Avenue

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의 교회-Baptist



Greater Metropolitan Baptist Church
@ 147 W 123rd St

Ebenezer  Gospel Tabernacle
@ 225 Lenox Ave 

Harlem의 교회-Baptist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의 교회-Baptist



Manhattan Pentecostal Church @ 541 W 125th St 

Harlem의 교회-Pentecostal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의 교회-Pentecostal



Presbyterian Church of Ghana @ 259 W 123rd St

Harlem의 교회-Presbyterian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의 교회-Presbyterian



Ephesus Church of Seventh-Day Adventist @ 101 W 123rd St

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그밖의 Harlem의 교회



United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 2320 Frederick Douglass Blvd

그 밖의 Harlem의 교회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그밖의 Harlem의 교회



Refuge Temple Church @ 2081 Adam Clayton Powell Jr. Boulevard 

그 밖의 Harlem의 교회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그밖의 Harlem의 교회



ATLAH world ministries @ 36 W 123rd St 

그 밖의 Harlem의 교회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그밖의 Harlem의 교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길

•그 땅을 잡고있는 우상,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참 진리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깊은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Harlem을 위한 기도제목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Harlem을 위한 기도제목



•Harlem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Harlem 땅을 잡고있는 사단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기도해주세요

땅밟기 위한 기도제목그 밖의 Harlem의 교회Harlem의 교회-BaptistDemographic-Population현재 Harlem의 모습Harlem의 역사땅밟기 위한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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