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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주택시스템의 성격과 특징
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진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도입한 중국은 주택문제의 측면에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차별
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며, 여기에는 토지국유제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해 정부가 시장화를 주
도하고 있음을 그 과정과 성격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베이징시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은 중국 주택시스템의 체계와 보장성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양상
을 보여주는 사례연구이자,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
주는 새로운 논의의 주제로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1998년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와 화폐화 조
치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주택공급의 중심 형태
가 되는 상품주택과 함께 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
장성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은 소득 계층에
따른 단계별 주택 보장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동등한 주거여건을 제
공하려고 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시스템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주택문제의 양상은 그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관계와 소비 자체에 있어 주택계급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주택문
제화 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새로운 주택시스템의 출현이 아니라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
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명확한 상품주택 시장의 존재와 토지국유제의 약화로 인

해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모델이나 제3의 모델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주
택모델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 정책 역시
주택보장 대상 일부를 배제하는 제한적 대중모델의 성격, 분양형 공공주택 중심의 구
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시장화 전환이 나타났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개입과 조정 하에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
는 정부 주도형 시장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
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
적 전환과 시장화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주거권을 보장하던 사회주의적 가치를 약화시
켰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가 출현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실행 사례로서 베이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장성
주택 체계를 따르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체계를 변경한다. 특히 2013년 새로 도입한 자주형
상품주택은 수혜자격에 소득조건과 타 지역 호구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존 주택소유
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장성주택 유형과 차별화되는 가장
시장화된 방식의 보장성주택 제도이다. 베이징 지방정부에 의한 중앙 정책의 지역적
변용은 분양형 공공주택의 확대 등 시장화 경향의 확대와 보장성주택 정책의 도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조치가 베이징의 지역적 실행 차
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넷째, 2007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장성주택 정책의 전환은 공공주
택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가치와 공공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제 보장성
주택 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는 보장성주택의 확대가 일반적인 차원의 공
공의 역할 증대가 아닌, 오히려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한 시장 요소의 확대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 축소로 이어졌다. 보장성주택 정책의 지역적 실행양상에서 성격
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 실행의 장이 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방정부가 주도
하는 성장주의 목표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시장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시장화라는 중국 주택시스템 전환의 성격에 있어 지방정부의 시장화 지속이 중

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의 관점
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적 전환의 특성의 정리하고 이를 정부 주도의 시장
화 경향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베이징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 양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
을 드러내는 사례인 동시에, 주로 단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주택시스템이 구축되고 실
행된다고 상정하였던 기존의 주택시스템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
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택시스템 논의에 보다 새로운 관점을 제
시하였다.

주요어 : 중국 주택시스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정부 주도의 시장화,
보장성주택,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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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점진적, 단계적 방식의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현재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까지 부상하였다. 구소련과 동구권의 급진
적인 체제 전환과 달리,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천명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으며1), 현재도 사회주의 발전의 경로 상에서 시장 경제의 요소
를 받아들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스스로의 정체(政體)를 서구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방식 모두와 구별
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중
국이 변화의 방향을 규정짓는 규범틀로서 바라보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중국 내부에
서는 7~80년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이론 논쟁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방
어막을 이미 구축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재논의가 불필요한 상황이며,
외부에서는 이미 중국이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거대 담론으로서의 체
제 논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거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수사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독특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주택시스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문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정책적 요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택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차원이던 정치구호의 차원이던 사회주
의의 유지에 대한 선언은 국가 주택시스템의 기초적인 체계와 지향점에 상당한 의미를
1) 중국의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인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
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
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해쳐서는 안 된다(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 以工农联盟为基础的
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 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
破坏社会主义制度｡)”라고 규정해,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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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며, 이는 곧 주택문제의 양상과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중국은 주택의 가치 대부분을 발생시키
는 토지 영역에 대해서 현재까지 여전히 전민(全民)토지소유제라고 하는 토지국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
고,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8년의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등장한 새로운 주택 체계는
오히려 빈부격차의 확대에 기여하면서 도시 불평등, 계층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주택소
비의 계급화를 통해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2)에서 다른 자본주의 국
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택문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대도시들은 그 경제규모의 확대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일
어났으며, 서민 계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와 함께 부동산 가격 거품의 붕괴와 그로 인
한 경제적 충격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외 지역
을 중심으로 고급 빌라 형태의 폐쇄적 공동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한편, 도심 곳곳
에 잔존하는 노후주택지구들은 급속히 불량주택화 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농민공(农民工)3)들은 별도의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는 등 중국의 주
택시장은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다(Deng and Huang, 2004; Webster et al., 2006).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시절 중국의 주택시스템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과 열악한
주택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은
전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모델은 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시장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
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

2) Khan and Riskin(2001)은 1988년과 1995년 사이 중국의 도시 불평등 발생에 있어 임금구조의
차이 이외에도 노동외적 요인인 주택의 임대가치, 주택 보조금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3) 중국은 호구(戶口)제도라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도에 따라 거주지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개
혁개방 이후 농업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을 떠나 노동력 수요가 높은 연해 도시지역에 비
공식적으로 거주하며 비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농민공의 규모는 2004년
기준 약 1억 2천만명으로 중국 인구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민자, 2007a). 현재
는 농민공을 비롯한 외지 인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거주 선호도가 높은
일부 대도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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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역시 가지게 된다.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도시 주택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중국 내·외부에서 지속적
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방식
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2007년을 기점으
로 공공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주택 영역에서 있어서 사회적 권
리로서의 주거권을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적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
한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을 비롯한 주
요 대도시에서의 주택문제의 양상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내에서의 정책방향의 전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서도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외지역 연구이자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이 시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의 과정을 주택시
스템의 전환 측면에 초점을 맞춰 그 성격을 밝히며, 이러한 체제전환의 성격과 양상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주택시스템’이란 국가
의 주택정책을 포함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들이 결합된 종합적인
틀로 정의할 수 있는데(Drudy and Punch, 2002; 이석희·김수현, 2014), 주택시스템
의 구성요소 중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주택 정책은 해당 시기
그 국가의 정치이념 및 통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가 체제의 성격과 전
환의 양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공주택 제
도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 정책을 주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중국
의 개혁개방과 주택상품화를 통한 주택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형성된 중국 주택시스템을 어떻게 성격 지을 수 있으며, 앞서 제기한 새로운 도시 주
택문제의 출현 양상이 주택시스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속성에서 기인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 설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였다.
1.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며, 다른 국가의 주택시스템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택시스템
이 형성된 중국적 맥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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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의 성격은 무엇
인가? 주택시스템 전환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3. 지방정부는 국가 주택시스템의 실행양상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주택문제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상의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주택시스템
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하나는 국가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구조
와 성격의 전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실행과 지
방정부의 역할의 측면이다.
국가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구조와 성격 전환 측면에서는 중국이 현재 구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그 명칭과는 달리 시장의 전면적 도입과 토지국유제
의 사실상의 무력화에 따라 자본주의 주택모델과의 핵심적인 차별성을 상실하였으며,
주택시스템 내에서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가치를 담당하는 보장성주택 제도 역시 시장
화 과정을 통해 주거권의 약화를 가져왔음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주택시스템
은 그 성격이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하였음을 밝히고, 자본주의 도시 주택문제
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실행과 지방정부의 역할 측면에서의 분
석으로, 자본주의적 도시문제의 확대에 따라 특히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보장성주
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스케일에서는
시장화에 대한 관성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가치선택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구조화된
주택시스템의 실제 실행의 성격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며, 이로 인해 주택문제의 지
역적 양상이 달라짐을 보이고자 한다. 주택시스템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국가 스케일
(national scale)’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의 사례는 주택시스템의 실행양상
을 보여주는 표본으로 취급될 뿐이었다. 따라서 국가 스케일이 지역 스케일에서도 같
은 원리로 실행되고 있음을 가정하여 지방적이거나 초국적인 행위자들의 활동과 상호
작용을 논의에서 배제하게 되면서 주택시스템 실행의 구체적인 양상을 결여하고 있으
며,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실행되는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에도 이를 지방
의 일탈 또는 실행구조의 부작용 정도로만 취급하게 된다.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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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주택시스템의 실행이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점
은 중국과 같이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
여된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주택
문제 지속의 원인을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방정부가 주택시스템을 실행시키는 양상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보장성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양상을 보여주
는 사례연구이자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논의의 주제로서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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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은 주택시장을 통해 일반 주택
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자 또는 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공급 가격과 임대료 수준 등의 일부 조건을
제한하는 복지성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공공주택 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에
서 다루는 보장성주택 제도는 중앙 정부의 정책 체계에 따라 중국 전역의 도시 지역
(市와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하는 농촌의 镇)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
라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베이징 시를 사례
로 구체적인 정책의 적용 양상을 분석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상
하이(上海), 충칭(重庆), 텐진(天津)과 함께 성(省)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4대 직할
시 중 하나이다. 베이징은 최근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1선도
시4)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수도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신
속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의 보장성주택 공급과 자체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지역적 제도의 적용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주택의 체계와 지역
적 실행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지역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은 지리적으로 화북평원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텐진시
와, 나머지는 허베이성(河北省)과 접하고 있다. 동·서·북면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최고봉은 2,303m의 동링산(东灵山)이다. 베이징이 역사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춘
추전국시대부터로 당시에는 연(燕)나라의 영토에 속해 계(蓟)로 불렸다. 명(明)의 3
대 황제인 영락제가 1403년 북경으로 처음 개칭하였으며, 1421년 명의 수도가 된 이
래 20세기 초 민국 시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700여 년간 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4) 중국의 도시는 행정상으로는 성급(省级), 지급(地级), 현급(县级)도시로 구분하지만, 이외에도 도
시의 규모나 정치, 경제적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1선(一线)，2선, 3선 도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선 도시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대표하는 대도시들로 보통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의 4개 도시를 1선도시로 칭하며, 최근
에는 텐진 역시 준 1선도시로 구분하기도 한다.

- 6 -

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외래인구를 포함한 상주인구는 2,114만 명이며, 이 중 베이징
시의 호구를 가진 호적인구는 1,316만 명, 도시인구는 1,825만 명이다.
베이징시의 전체 면적은 16,410㎢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면적
(11,731㎢)의 1.4배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한 도농복합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4개 구(区)와 2개 현(县)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자금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동청구(东城区)와 시청구(西城区)가 구도심(老北京)에
해당하는 내성구(内城区) 지역이며, 이를 둘러싼 하이디엔구(海淀区), 차오양구(朝阳
区), 펑타이구(丰台区), 스징샨구(石景山区)를 포함한 6개 구를 일반적으로 도시구역으
로 부르는데, 이 지역의 면적이 1,368.3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다. 일상
적으로는 자금성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건설되어 있는 6환까지의 순환도로를 기준
으로 5환도로 이내의 지역을 도시구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006년 발표된 <구현 기능정립과 평가지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区县功能定位及
评价指标的指导意见)에 따라 동청구와 시청구는 수도기능핵심지구(首都功能核心区)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주변 4개 구는 도시기능확장지구(城市功能拓展区)로, 통저
우구(通州区), 순의구(顺义区), 따씽구(大兴区), 창핑구(昌平区), 팡샨구(房山区)는
신규도시발전지구(城市发展新区)로, 먼토우거우구(门头沟), 핑구구(平谷), 화이러우구
(怀柔), 미윈현(密云), 옌칭현(延庆)은 생태보전발전지구(生态涵养发展区)로 각각 분
류하여 지역별로 도시 기능의 정립과 공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7 -

<그림 Ⅰ-1> 연구지역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이 중 특히 2007년 이후를 주요
분석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1998년은 중국 주택제도에 있어 기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단위(单位)5)에 의한 주택의 실물분배가 금지되고 본격적인 주택상
품화와 주택 시장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로 이 연구
에서 상정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2007
년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중국 주택정책의 변화에서 또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
5) 단위(单位, work unit)란 중국 특유의 사회관리제도 조직으로서 국유기업인 직장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주거공간, 각종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이 공존하는 기업, 당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을 지
칭한다. 도시지역은 단위가, 농촌지역은 공동생산조직인 인민공사가 각종 사회·경제행위의 기초
조직을 형성한다(임반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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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평가되는데, 이전의 시장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에서 공공주택의 기능과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다양한 공공주택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보장성주택 체계가 확대, 완성
된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다. 두 시점의 주요 특성과 변화는 3장과 6장에서 보다 자세
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분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중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체제
전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현재의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에
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이해에 필요한 제도의 형성과정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8년 이후의
체제 전환기에 대한 개관 역시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다.

2)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연구방법은 우선 현재 중국의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주택모델들의 주요 특징과 각
각의 차별점을 밝히고, 주택시스템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활용된 기존 기준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주택모델의 분류방식과 기준 뿐만 아니라 중
국과 많은 부분에서 상관관계를 가진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주택모델과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또한 중국 내·외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의 체제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특징을 정의하고 기존의 주택모델 유형 구분과
의 비교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주택시스템 전환의 성격을 개념
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보장성주택 체계가 실제 운용의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자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중국 정부 차원의 정책과 공식 통계 자료를 기반으
로 한다. 여기에는 중국국가통계국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중국부동산
통계연감(中国房地产统计年鉴)》등과 베이징시에서 발간되는 《베이징통계연감(北京
统计年鉴)》, 《베이징부동산통계연감(中国房地产统计年鉴)》 등의 통계자료를 비롯
하여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와 베이징 시정부 및 각 구현 정부의 정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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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의 자료가 해당한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건설 현황은 베이
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 홈페이지의 보장성주택 공시자료를
기초로, 각 구현 홈페이지의 분양공고와 《베이징부동산통계연감》 등을 교차검토 하
여 연구자가 DB를 구축하였다. 다만 중국의 정책과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검토하였으
며, 출처별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주택도농건설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시자료에 가장 우
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DB는 1999년 이후 보장
성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중 중복과 주요정보가 누락된 단지를 제외한
403개 개발사업이다. 개별 프로젝트 별로 복수의 보장성주택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유형별로는 염가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192개, 경제적용주택이 120
개, 가격상한주택이 153개, 자주형 상품주택이 28개 단지이며 이를 합치면 총 493개
단지가 된다. DB에 포함된 항목은 단지명, 주택유형, 소재지, 주소, 개발방식, 착공년
도, 준공년도, 개발주체, 건축면적, 건축호수, 가격 등이다. 건축면적과 건축호수의 경
우 둘 중 하나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성주택 유형별 건축면적 규정과 평균
건축면적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은 60㎡, 염가임대주택은 50㎡, 경제적용주택은
2008년 이후 65㎡(2007년 이전 건축단지는 75㎡), 가격상한주택과 자주형상품주택
은 8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논문의 구성
논문의 핵심 주제는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
의 원인을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과 전환과정, 실행양상
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장은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주제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우선 주택의
성격과 주거권, 주택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여러 주택모델들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재정리하여 주택정책과 주택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주택시스템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한다. 특히 중국적 특성을 규정
하는데 관련이 깊은 사회주의 주택모델과 전환기 경제 체제하에서의 주택문제를 비롯
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주택모델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중국 주택시스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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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적 특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주택시스템의 관계를 밝히고, 현재 중국 주
택문제의 양상과 그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정리한다.
이후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국가 스케일에서 체제전환 과정과 이에 따른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의 전환을 살펴보
는 부분이다. 논문의 구성으로는 3장과 4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1978년 개
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체제전환과 이에 따른 토지 및 주택시스템의 변화과정, 현재의
주택정책의 개략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특히 토지사용권 제도의 도입과
1998년 주택의 실물분배 금지 조치 이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성립과정
에 대한 제도 변화와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도시문제의 양상을 제시하고, 그 성격을 개념화한다. 4장
은 국가 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구조와 성격을 밝히는 부분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성격이 사회주의와 제3의 주택모델이 될 수 없음을 논증하고
보장성주택 역시 사회주의적 주거권의 보호보다는 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거 공공성이 약화되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전환의 과정에는 사회
주의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두 번째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주택시스템의 구체적 실행 양상을 확인하고, 주택시스
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시장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 부
분이다. 논문의 구성으로는 5장과 6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5장에서는 사례지역에 해당
하는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과 체계 등을 확인하고, 보장성
주택 체계의 시공간적 분포 특징을 밝힌다. 특히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체계의 차별적
특성을 통해 중앙의 계획이 지방 차원에서는 그 실정에 맞게 변용이 발생하게 됨을
보이고자 한다. 6장은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실행양상 측면에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진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특히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적 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연합의 성장주의 목표에 따라 도시 주택문제 출현
의 원인이 되었던 보장성주택의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7장은 결론과 요약을 통해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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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논문구성 및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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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연구와 분석틀
1. 주택정책과 주택시스템
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1) 주택의 성격과 주거권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초수요(basic needs) 중 하나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생산양식의 변화와 소득의 증대에 따라 먹
고 입는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과 관련한 주거(housing)
의 문제는 여전히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 소비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활동에 맡기는 서구 국가, 특
히 북미에서는 주거 문제가 자본주의 도시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양태의 주거 문제가 출현하고, 이
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택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physical
facility)에 그치지 않는 다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Bourne, 1981; 하
성규, 2010).
주택(house)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거주와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안식처로
서의 물리적 공간이다. 이 경우 주택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기초형태를 구성하
는 단위로서 가정(home), 경제적 단위로서 가구(household), 물리적 단위로서 주택
이 융합된 사회공간체계로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생활양식 및 생활경험 공간의 의
미 측면에서는 주거공간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 양식, 사회제도의 기초공간으로
서 주택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체제적 관점에서는 경제효율성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
도에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의 일부로서 주택-가정-가족 개념 사이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고무하기도 한다. 또한 집은 친밀함, 가족, 친족, 젠더, 민족성, 계급, 연령,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 및 실천을 분석할 컨텍스트를 제공하지만, 더 나아가 생산과
소비, 세계화와 국가주의, 시민권과 인권, 정부의 역할과 통치 사이의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Saunders and Williams, 1988; Mallett, 2004). 이와

- 13 -

같이 주택이 단순한 물리적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그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로 의미로 확장될 때 주거라는 개념으로 재정의 된다
(Blunt, 2005).
또한 주택은 토지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에 부착되어 있어 비이동성을 특징으로 하
며,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결정되
는 서비스의 총체(package of services)라는 특성을 가진다. 주거공간의 차이는 교
육, 고용, 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불균등한 제공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역랑 개발
을 근원적으로 제한하여 사회구조의 고착화와 불평등의 확대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주거의 입지는 개인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제한하고 가치를 달라지게 하는 장소적 빈곤
(place poverty)으로도 이어지게 된다(Powell et al., 2001). 이처럼 공간적 특성과
입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요소를 재구성하고 사회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택이 지리학, 그 중 도시지리학과 사회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
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주택은 그 성격이 더욱더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
(Doling and Ronald, 2010a, b).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자산 및 투자대상으로서
의 기능이 강조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국가
에서는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추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는
다. 주택은 대규모 자본의 투여가 필요한 재화이지만 인간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택을 보유하기 전에는 다른 형식의 자산을 거의 축적하지 않
거나, 축적된 자산을 주택 구입에 대부분 투자하게 된다. 자산의 증식과 확대는 주택
구입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Zhu, 2005). 특히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금
융자본주의 경향에 따른 주택금융체제의 발달과 자본시장과 공간시장의 통합은 주택을
지구적 자본축적 과정의 유기적 구성요소에 포함시켰으며, 이로 인해 주택은 주거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간시장의 의미보다는 주택소유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금융파생상품을
강조하는 자산시장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김용창, 2012; 신진욱·이은지, 2012). 고
정적인 자본 투자처로서의 주택과 주택개발은 전체적인 경기 순환과 관련된 경제와 정책
의 영역에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주택 투자가 거시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미미하지만 경기침체와 회복이라고 하는 파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공급된 주택 가격의 하락보다는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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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로 인해 건설시장, 금융업 등이 위축되어 국가 전체의 GDP가 감소하기도 한다
(Leamer, 2007).
주택이 인간생활에 가지는 다양하고 기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기초적 권리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 즉 주거권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거에
대한 권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의 한 대상으로서 세계인권선언6)에 규정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하나의 인권으로 확립되어 있다. 주거권이 모든 환경과
지역에서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에
관한 최소 핵심의무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확대되고 있다(Kenna, 2010). 주거권의
기본성격과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있는데, 이것
은 기본적으로는 주거권을 인간이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위적으로 누려야 하
는 보편적 권리인 자유권적 개념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Housing)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는 개인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제적 권리이자 사회경제적
권리인 ‘주거권’(housing rights)으로 볼 것인가에서 기인한다(King, 2003). 주거권
이 자유권에 해당한다면 인간으로서 보편타당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인
간 생활의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에 사회권으로서 주거권이라는 것은 사회보장,
교육과 동일한 차원에서 주거의 권리보장에 대해 적극적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다(김용창, 2013b). 현재는 주거권을 마샬(Marshall)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권으로서의 권리 제도화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사회
적으로 희소한 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청구권의 의미를 담게 되어 일반적으로 자유권
으로 인정받는 재산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경제 위기시나 특수 상황에서는 주거권
이 침해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으로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한
계를 가질 수도 있다. 때문에 주거권을 공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 확대하여 인식해야
만,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택을 상품으로만 바라보고 계산하려는 시각을 탈피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특히 르페브
르(Lefebvre)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상품화에 따른 주거권의 위협에 대해 거주자의 참
여에 기반한 대안적 도시권 개념의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통해 인
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King, 2003; 김용창, 2012).
이러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 선언적 차원을 넘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6)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및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규범에서 기본 준거로 활용되고 있다(Bernsorf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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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개과정과 전환기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주거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 제
공을 보장할 수 있는 도덕적·실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용창, 2013b).

(2) 주택문제와 주택시스템, 공공주택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특정 자
본의 잉여가치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
한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소비항목이라는 두 가지 속성의 대립관계에서 기인한
다7). 주택의 생산은 기본적으로 건설자본의 이윤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
는데, 주택 생산의 과정은 긴 자본순환기간으로 인해 순환에 비생산적으로 참여하는
자본의 규모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일반 이윤율의 하락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높은 주거비용과 주택소비의 불평등 문제는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에서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서 산업자본 일반의 이해와는 상충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원활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에 필연적인 부문과 서비스에 대해 건설자본과 같은 일
부 자본분파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더라도 국가가 주택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필연적이
된다(Castells, 1972; 김용창, 1992).
최근에는 주택이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번
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택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였다(Bossile, 2011). 어떤 국가
도 주택 분야 전체를 오로지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놓지는 않으며, 국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의 배분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넓게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 하지
만 국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한 가지 문
7) 이러한 관점은 주택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경향에서 잘 드러나는데, Bassett
and Short(1980)은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특정자본을 위한 잉여가치의 원천, 노동자의 필수적 소
비부문으로서 노동력재생산의 한 측면,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재생산과 연관된 주택공급형태, 사
회계급 갈등의 장이자 다양한 국가개입의 장소로 정의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주택은
건설산업이라는 특정 생산부문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자 가치의 원천인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조
건이라는 이중적 관계를 갖는다(김용창,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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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해결은 그 성격이나 내용이 변화해 다른 주택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Donnison and Ungerson, 1982; Doling, 1997).
국가가 자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과정, 즉 정부가 사
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조절하는 것을 주택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
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정책 개입행위를 아우른다(그림 Ⅱ-1 참고). 주택 구매를 증가시키거나 줄이
도록 하는 재정 정책, 주택 투자와 소비를 장려하거나 가로막는 세제 수단, 주택 점유
형태, 보조금,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커뮤니티 정책, 물리적인 계획규제와
장려금, 사회주택의 공급·배정·관리정책,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주거관련 정책 등
이 모두 주택정책의 영역에 포함된다(Lund, 2011).
Donnison and Ungerson(1982)의 경우 주택정책을 ‘주택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고안된 어떠한 지속적인 행위의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주택문제가 복잡한 사
회적 관계들 속에서 형성되는 만큼 주택정책의 범위를 정부나 해당 부처의 행위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국가의 주택
정책을 포함하여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전체
적인 틀인 주택시스템(housing system)8)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택시스템은 한
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제도, 문화를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체계, 주택금융체제, 주택점유체제 등 여러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Drudy and Punch, 2002; 이석
희·김수현, 2014).

8) 연구자에 따라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주택시스템(housing system:
Bourne, 1981; Hoekstra, 2003) 이외에도 주택체제(housing regime; 이석희·김수현, 2014),
주택정책 체제(housing policy regime: Lee and Ronald, 2013), 주택정책 시스템(housing
policy system: Doling, 1997) 등이 쓰이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주택시스템과 주택체제
를 혼용(Wang and Murie, 2011)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엄밀한 의미 규정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스템이라는 용어로 통일
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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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주택 분야에서 정부개입의 영역
출처: Lundquist(1992); Doling(1997) p.56에서 재인용

국가별 주택정책은 국가들이 주택문제에 반대되는 규범적 질서를 무엇으로 인식하
며, 무엇이 주택문제를 야기하고, 알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왜, 어떠한 방
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국가가 주택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은 주택문제와 관련된 이해집단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들
이 상호 연관되는 방식은 특정한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Ball and Harloe, 1992). 주택정책에 대한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자유방임주의 경
제학(laissez-faire economics), 사회개혁주의(social reformism), 마르크스주의 정
치경제학(Marxist political economy), 행태주의(behavioural approaches), 사회구
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9), 각각의 관점은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와 개입 대상과 범위에
9) 주택정책에 대한 각각의 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und(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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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자유방임주의 이념 하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주택
의 사유화는 물론 주택의 교환가치(exchange value)와 사용가치(use value)를 동시
에 존중하지만, 사회개혁주의 이념 하에서는 시장은 특정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보며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목적이 부여된다. 국가는 이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관점에 기반하여 주택정책의 큰 틀을 수립하게 되며, 이
를 통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스템이 형성된다(하성규, 2010; Lund, 2011).
서구의 경우에는 주택정책이 종종 보건이나 교육, 교통 정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받으며, 보건이나 교육과 달리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공급자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주택은 다른 복지영역과 달
리 높은 자본집약도를 가지며, 국가를 통한 공급체계가 아주 미약하고, 공급혜택을 받
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용
창, 2012). 이 때문에 주택을 교육, 보건,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복지국가의 4가지 기
둥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다른 분야와 달리 ‘불안정한 기둥(wobbly pillar)’으로 묘사
하기도 하는데(Torgersen, 1987), 이는 주거 문제가 인구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
니라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로 간주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때에 따라 주택정책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
어지며, 보건과 같은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이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차
별적 특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앞서 언급한 주거권에 대한 인식에서 보편적
권리인 자유권적 개념보다는 사회경제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주로 정책적 관심이 집
중된다(King,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주택은 특정 국가의 주택정책에 대한 관점
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주택 정책이 주택정책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2) 주요 주택시스템 분류 유형과 기준
(1) 주택시스템 비교에 대한 접근 관점 : 지구적 보편성과 국가적 다양성
주택문제는 국가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의하거나 측
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단일한 해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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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없다. 또한 국가마다 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책을 직접
적으로 비교한다거나 지표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Doling, 1997; Lund,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이며, 다른 국가의 경험과 교훈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택문제 해결에 여러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국가 간의 비교연구는 주택정책 발전의 가능한
광범위한 구조적 경향, 정책 변화의 역할,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영향 등 일반
적인 요인(global factor)을 규정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한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스템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속성과 특징을 찾고 그를 바
탕으로 다양한 유형 구분을 시도하였다(Di et al., 2009; 이석희·김수현, 2014).
국가 간의 주택시스템 비교에 있어 처음으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1980년대

Ball,

Harloe

등이

제기한

‘주택공급체계(structures

of

housing

provision)’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10). Ball과 Harloe는 주택공급체계를 주택이 생산
되고 거래되고 소비되는 일련의 동적인 물리적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 여러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데, 각 국가들은 유사한 주택공급체계를 공유하
는 한편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층위를 발전시키며, 이 체계들은 한 국가 내에서도 시
기에 따라 달라지기까지 한다(Ball and Harloe, 1992; Kemeny and Lowe, 1998).
주택공급체계는

‘공급(provision)’이라는 단어로 인해 주택의 생산(production) 측면

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주택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스템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고 할 수 있으
며, 개별 국가들의 고유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스템의 비교연구의 관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택시스템의 비교 연구는 각 국가의 주택시스템이 가지는 고유성과 일반성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크게

병렬적(juxtaposition)

관점,

수렴적

(convergence) 관점, 분화적(divergence) 관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Doling,
1997; Kemeny and Lowe, 1998)11). 이 세 가지의 관점은 일반화의 수준에서 가장
10) Ball과 Harloe는 주택공급체계가 그 자체로는 주택문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일반이론이나 모델이라
기 보다 경험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식 또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체계가 다른 이론과 결합될 경우 주택문제의 이해에 있어 충분히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Ball and Harlo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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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는데, 병렬적 관점과 수렴적 관점이 양 극단에 해당하는 접근방식이라
면 분화적 관점은 두 접근법의 절충에 해당한다.
병렬적 관점은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초기 단계에 주류를 이루던 유형으로, 개별
국가들을 모두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개별적인 것으로 보고 일반화의 과정 없이 각각
의 특성과 여건에 대해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12)으로 1980년대 이루어진 초기의
연구들(Emms, 1990)이나 특히 국제기구(World Bank, UN, EU 등)의 세계 각국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이 관점이 잘 드러난다.
이에 반해 수렴적 관점은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주
택모델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발생 원인을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즉 이 관점에서 주택정책 자체는 오히려 부차적인 부분에 그치며, 주로 산업
화의 논리나 인구구조, 경제 환경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들마다 현재의 상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발전 단계나 시간의 문제이거나 ‘역사적 우연성’이나 ‘예외
(exception)’적인 경우로 인한 것이다. 주택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동일한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를 거친다는 마르크스의 관점과 카스텔(Castells)
등과 같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수렴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주택 연구에 있어서는 서구 국가들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유사한 복지 정책을 채택했다는 인식을 보이는 초기의 주택 연구들에서 잘
드러난다(Doling, 1997; Kemeny and Lowe, 1998; Chiu, 2008). 다만 수렴적 관
점이 반드시 전지구적으로 하나의 발전경로를 상정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국가들이 동일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관점 역시 큰
틀에서는 수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동구권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
들의 주택상품화 과정을 사회주의 체제라는 동일한 시작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서구 시
장경제로 이전하는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려 하는 것 역시 수렴적 관점의 접
근이라고 볼 수 있다.
11) Doling(1997)은 수렴적 관점, 분기적 관점, 긴축적 관점으로, Kemeny and Lowe(1998)는 보편주
의적 접근(universalistic approach)과 개별주의적 접근(particularistic approach), 중범위 이론
(theories of middle range)으로 구분하였는데, 보편주의적 접근은 수렴적 관점과, 중범위 이론은
분화적 관점과 각각 대응한다는 점에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식의 분류방법
으로 볼 수 있다.
12) 이로 인해 Kemeny and Lowe(1998)는 병렬적 관점을 세 가지 접근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방
식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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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적 관점은 앞서의 두 접근법의 특성 일부가 접목된 절충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렴적 관점의 유행 이후 지나친 일반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 국가들이 가
진 사회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은 환경에 반응한다는 입장에서 발전하였다
(Chiu, 2008). 따라서 분화적 관점 역시 개별 국가 간의 차이점을 찾지만 병렬적 관
점과 같이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 간의 유사점을 찾지만 수렴적 관점과
같이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일반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대신
분화적 관점은 국가 간의 차이에 보다 집중해 주택시스템을 사회집단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는 기초로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이론들에서 도출된 것으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국가 간의 차이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
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제도가 과거의 요소에서 출발해 일종의 경로의
존성(path-depende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iu(2008)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주의 복지체제라는 비교적 동일한 유형으
로 분류됨에도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과 정책이 달라지는 것
을 해당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분
화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렴적 관점과 분화적 관점간의 논쟁은 주택시스템의 비교에 있어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이 논쟁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발전 경향을 강조하는 경제적 접근과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 세력관계와 정책적 선택을 중요시하는 접근 사이의 차이와도 관련
이 있다(Doling, 1999a; Hoeckstra, 2010). 자본주의 국가들이 20세기 중반 이후
비교적 유사한 주택 재상품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수렴적 관점에서 제기하
는 지구적 경향성을 큰 틀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주택시스템들 간의 다양성이 확대되
는 과정 역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주택시스템 간의 유사
점과 차이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분화적 관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을
보인다(Kemeny and Lowe, 1998; Whitehead, 1998).

(2) 주택시스템의 분류유형과 기준 모색
그렇다면 국가 간의 주택시스템의 유사성과 차이성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구분될
수 있을까? 많은 연구자들은 각각 나름의 기준과 근거를 통해 여러 국가들의 주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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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형화하고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과 차별성이 모두 나타난다.
주택시스템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주택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장
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에 각각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시장적 요소가 부정되고 비시장적 요소가 극대화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한 국가의 주택시스템은 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화 경향이 강한 시스템일수록 주
택 시장의 운영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급간의 불평등과 차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Drudy and Punch, 2002). 하지만 주택시스템은 한 국가의 국가관 및 다른
경제·사회 분야의 구조와 상호 관련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한 경향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표 Ⅱ-1> 주택 시스템 내의 시장 및 비시장 경향
시장 상품화 경향

비시장 탈상품화 경향

∙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서의 주택

∙ 주거를 위한 ‘권리’로서의 주택

∙ 경제제로서의 주택

∙ 가치재 혹은 사회재로서의 주택

∙ 수요(demand) 중심, 지불능력

∙ 소요(needs)와 관련

∙ 건설 및 개발의 수익추구

∙ 비영리 또는 건설수익으로 한정

∙ 개인 투자, profit-taking, 부의 창출

∙ ‘집’, 거처, 이웃, 커뮤니티

∙ 주택의 교환가치

∙ 주택의 사용가치

∙ 토지의 투기적 취득, 독점 요소

∙ 주거용지의 공공취득

∙ 격리 장려

∙ 통합 장려

출처: Drudy and Punch(2002), p.661

많은 연구자들은 이전부터 각국의 주택시스템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
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주택시스템의 분류와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스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분화
적 관점에서 주택시스템을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 여기에서는 주요 연구들에
13) 하지만 주택시스템의 분류가 반드시 분화적 관점의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arloe(1995)
의 경우 여러 가지 주택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다른 모델들은 특수한 여건 하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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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분류의 기준과 그에 따른 분류 유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국의 주택시스템을 이해하고 특징지을 수 있는 기준들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목표대상
주택시스템의 구분 기준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으로 공공주택의 성격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목표대상이다. Harloe(1995)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6개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체계의 변
화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역사적으로 크게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 대중모델
(mass model), 노동자 협동모델(worker’s cooperative model)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설명한다14). 여기에서 주요한 비교의 대상은 잔여적 모델과 대중모델인데,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빈곤계층에만 제공하느냐, 중·저소득 계층까지 포함하느냐가
주택시스템 구분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었다. Harloe는 주택의 생산과 관련한 자본들
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주택의 탈상품화에 대한 저항은 다른 분야에 비
해 훨씬 크게 나타나며, 따라서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계층에게만 최소한
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잔여적 모델이 일반적 형태라고 보았다15).

는 비정상적인 과정이며, 일반적인 여건 하에서는 잔여적 모델로 수렴한다고 보는 점에서 수렴적
관점에서 주택시스템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진욱·이은지, 2012).
14) Harloe(1995)는 엄밀하게 말해 국가 주택시스템 전체를 분석했다기 보다 주택시스템 중 공공임
대주택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주택에 대한 관점과 정책방향을 가장 명확하
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영역이 공공주택이라는 점에서 Harloe의 공공주택 공급체계 분류모델은
주택시스템 분류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구 중 하나이다
15) Harloe는 잔여적 모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았을 뿐, 이것
을 긍정적이거나 당위적인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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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Harloe의 공공주택 공급체계 분류모델
유형
잔여적 모델

특 성
∙ 정상시기(normal times)에 나타나는 일반적 형태
∙ 빈곤계층에 한정해 국가 보조금으로 최소한의 사회임대주택을 제공
∙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속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
∙ 1차대전 후 확대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따라 출현
∙ 저소득층과 중등소득 계층까지도 포함하는 일반 수요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

대중모델

∙ 주택의 탈상품화 경향과 국가 보조의 확대
∙ 민간주택시장의 붕괴나 조직된 노동/중산계급의지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비정상적(abnormal) 상태
∙ 비상정적 환경이 해소되면 잔여적 모델로 이행. 지속성이 짧음
∙ 19~20세기 초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주변화에 대한 노동계급과 중간

노동자
협동모델

계급의 대항으로 출현
∙ 자조적이고 상호적인 조직 특성을 가진 상향식 공공주택 모델
∙ 탈상품화된 주택 공급을 통해 상품화된 주택을 대체하는 급진적 모델
∙ 현대 복지국가 확대 국면에서 대중 모델에 흡수되어 소멸

출처: Harloe(1995) p.71-73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Kemeny(1995)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목표대상과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이중 임

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 체계와 ‘단일 임대시장(unitary rental market)’16)
체계의 두 가지 주택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두 유형의 구분기준은 비영리 부문에 부
여된 역할인데, 이중 임대시장에서는 공공 소유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공급되는 특수 용도(special use)로 이용되는 것에 비해
단일 임대시장에서는 일반 대중이 모두 비영리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일반 용도
(general use)로 활용된다. Kemeny의 이중 임대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이 소수의 빈곤
계층만을 상대로 하며 주택 점유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Harloe의 잔여적 모델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일 임대시장에서
는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이 하나의 임대시장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비영리
부문이 제공하는 사회주택은 일반적인 주택소요에 조응해 민간 시장과 경쟁하면서 가
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체계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이 양질의 주택을 장기로 이
16) Kemeny(2006)에서는 같은 의미로 ‘통합 임대시장(integrated rental market)’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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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토지의 비용과 활용은 공공토지은행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
에

따라

전략적으로

통제된다(Kemeny,

1995;

Drudy

and

Punch,

2002).

Kemeny(2006)는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Esping-Andersen의 복지체계 구분을
‘조합주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권력(power) 구조의 측면에서 복지체계를 다시
정의해 이를 세분화된 임대시장 구분과 다시 조응시켜 통합 임대주택시장을 다시 비영
리 부문이 우세(dominate)한 체계와 주도(lead)하는 체계, 영향을 미치는(influence)
체계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표 Ⅱ-3> Kemeny의 권력체계와 주택시스템
권력의 좌-우 기준 체계

주택 체계

우파 헤게모니 연합

이중주의 임대시스템

자본 주도의 조합주의

비영리 부문이 영향을 미치는
통합임대시장

권력 균형 조합주의
노동권 주도의 조합주의
좌파 헤게모니 연합

비영리부문이 주도하는
통합임대시장
비영리부문이 우세한
통합임대시장
-

해당 국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출처 : Kemeny(2006), p.13

② 정부의 정책개입 정도
Bourne(1981)은 각 국가의 주택공급의 형태는 경제발전의 상태, 사회적 관점, 제
도적 체계,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정도를 바탕으로 주택시스템을 유형화하여 크게 자유방임주의, 자유개입주
의, 사회민주주의와 두 유형의 사회주의의의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준은 민간시장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주택시장에
서 차지하는 민간부분의 비중이 된다. 자유방임주의와 완전 국가통제 방식의 사회주의
는 주택시스템의 스펙트럼에서 양 끝단에 해당하며 자유개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국
가통제 우세 방식의 사회주의가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유방임주의에서 완전
국가통제 방식의 사회주의로 진행할수록 주택영역의 핵심 조정자로서의 기능이 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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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공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주택생산 역시 시장 중심의 공급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
차 강화된다.

<표 Ⅱ-4> Bourne의 주택시스템 구분
유형
자유방임주의

국가

핵심 조정자

주택공급의 방식

미국,

민간시장,

시장에 의한 주택공급.

캐나다,
호주

최소한의
공공주택부문과 통제

자가소유 우세,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개입

자유개입주의

영국

/사회복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통제 우세)

스웨덴

민간시장 중심이지만
공공부문 중요성 강조

사회주의
(완전 국가통제)

주택보조금
토지 소유와 주택금융의 정부

민간시장

통제 우세

민간영역도 상당규모
존재

소련

공공부문이 비중 높음(35%).

공공의 통제시스템 하의
공공시스템 중심이나

폴란드

주로 시장에 의한 공급이지만

민간영역 부재한
공공시스템

국가, 공공, 민간조합에 의한
주택공급
주택수요, 지위 등에 따라
국가가 주택의 공급과 할당
담당, 낮은 임대료

출처: Bourne(1981), p.236

Esping-Andersen(1990)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체계(welfare regime)를 노동력
의 탈상품화,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보편적 혹은 선택적인 사회적 권리, 가족의 역할,
조합적 정치 구조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조합주
의(corporatist), 자유주의(또는 신자유주의)(liberal / neo-liberal)로 구분하였다.
Esping-Andersen이 직접적으로 주택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사회
복지 체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국가가 특정 시기 유지하고 있는 국가관이나 이념적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택에 대한 국가의 정책수준과 개입의 정도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계 유형은 많은 주
택시스템의 비교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주택 분야에 직접 적용할 경우 사회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전 계층에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장
려하고 있으며,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장려되기 때문에 양 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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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주도적인 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가소유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차지하며, 국가는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공
공주택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Balchin and Rhoden, 2002).
여기에서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개입의 정도는 앞서 제시한 공공주택의 규모
와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Bourne의 정부 정책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에서 나타나
는 모델별 특징들이 공공이 주택시장의 주도적 공급자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로 나타나
는 것이며, Kemeny의 임대시장 구분이 국가의 권력구조의 형성 체계와 조응하게 되
는 것이다.

③ 주택의 점유형태
세 번째로 고려할 기준은 주택의 점유형태로, 크게는 자가와 임대의 구분이며 임대
주택 중에서도 비영리(공공) 부문과 영리(민간) 부문의 비중이 주택시장의 특성을 구
분 짓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모든 주택시스템 구분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주택모델은
높은 자가소유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조합주의 경향이
강하거나 상대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강한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임대주
택의 비중이 높아지며, 그 중에서도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커지
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주택점유형태는 앞의 두 기준에 비해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예외가 많은 편이데, 이로 인해 Kemeny(1995, 2006)는 단일 임대시장은 점유형태
의 측면에서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며, 개별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조합주
의 권력체계 구성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도 하였다.
Schwartz and Seabrooke(2009)의 경우에는 자가소유 비율을 해당 국가의 주택에
대한 관념과 주택시스템을 보여주는 지표로 상정하여, 주택금융과 경제체제를 나타내
는 모기지 대출 비율과 함께 직접적 구분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ECD
19개 국가의 주택시스템을 유형화 하여 자유시장(Liberal Market), 기독교 가족주의
(Familial), 국가 통제주의(Statist), 조합주의 시장(Corporatist market)의 4가지로
주택시스템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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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Schwartz and Seabrooke의 주택정책 유형 분류
자가소유 비율(1992~2002년 평균)

구 분

GDP 대비

낮음

높음

모기지 대출

조합주의 시장

자유 시장

(Corporatist market)

(Liberal market)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비율

국가 통제주의-발전주의

(1992~2002년
평균)

높음

낮음

가족주의

(Statist-developmentalist)

(Familial)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출처: Schwartz and Seabrooke(2009), p.9~10을 바탕으로 정리

다만 지금까지 여러 국가의 주택시스템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에 있어 상당수는 구체
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에 대한 주택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
고 이것을 귀납적으로 추론하여 주택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시적 분
석 구조를 가져와 연역적으로 주택모델 유형을 구분한 후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
를 예외적 경우로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개혁
개방의 과정과 정치·경제적 체제를 구축한 중국의 경우에는 적합한 설명방식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럽과 북미 사례에만 한정되어 있어 다른 경향을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의 상
황과 복지 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 사조 유행 이후의 결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주택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필요한 시
점이다(Wang and Muri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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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스템의 다양화와 새로운 모델의 출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주택시스템의 변화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주
택시스템 변화 경로는 물론 중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다른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분화(divergence)적 관점을 취한다. 중국의 주택시스템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
를 경험하면서도 고유의 정치·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 왔으며,
사소하지 않은 제도적,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
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에 해당하고 주변국들과 비견되는 경제성장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종종 둘 중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
는데, 중국의 변화는 어떠한 단일한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이 둘의 교집합이라는 특
수성이 중국 주택시스템의 변화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위해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과 관련한 세 가지의 경로를 우선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택시스템이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경로로
서 최근의 주택 탈상품화와 재상품화의 과정,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주택
시스템 전환,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의 주택모델로, 이를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
과 차별성을 밝히는 기초적인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1)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 탈상품화와 재상품화
주택문제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변해왔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Harloe(1995)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와 주택시스
템 간의 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주택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자본의 하나이
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통해 탈상품화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20세기 대부
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화→탈상품화→재상품화’의 방향으로 변해왔고,
여기서 탈상품화 단계는 2차 대전 이후 복구사업과 급증한 주거수요 등 일종의 비정
상적인(abnormal)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역사적 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품화와

탈상품화,

재상품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주거

근대화(tenure

modernization)’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Malpass, 2008; 신진욱·이은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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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국가들에서 탈상품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복지국가가 1970년대 이후 정치
적 이데올로기적 보수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후 새롭게 나타난 주
택정책의 양상은 민영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생산의 감소, 실업의 증대에
대한 결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부지출에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더
해 신자유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국가개입에 대한 이념적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침체의 결과로 공공주택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국가지출은 제한되었기 때문
에, 주택생산량이 감소되는 가운데 사회주택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공공
임대주택의 매각과 민간소유에 대한 지원에 국가주택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으
며, 경기침체의 결과로 그나마 유지되던 주택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조차 집중적인 공격
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 대처정권 시절의 대
규모 공공주택 매각 프로그램인 ‘주택매입권(Right to Buy)’과 같은 민영화 정책은
영국의 주택정책 지형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였다. 민영화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나 주택건설이 시장기능으로 대체되는 것이 핵심으로 주택이 재상품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Tosics, 1987).
하지만 주택부문에서 민영화의 경향이 정부개입의 축소와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주택정책 수단의 특징이 변
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eidenheimer et al., 1990). 즉，주택정책 수단이 생
산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 보조금 중심에서 소비자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
비자 보조금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며 이는 반드시 주택정책의 전면적인 축소를 의
미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보조 중심으로의 정책수단 변화는 주택부족 문제가 점차 해소
되면서 주택공급의 확대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에
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현상이다(Oxley and Smith, 1996; 허용창, 2007)

2) 사회주의 주택시스템과 체제 전환
(1) 사회주의 주택시스템과 주택문제
①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출현과정과 주택문제의 인식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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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여 자원배분과 관리를 대부분 중앙집권적으
로 작성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가격제도는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주택
시스템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체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양하게 제
시되었던 것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생산과 분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론적 모
형이 제시되지 않았다(임길진·이만형, 1991; 김수한·조영관, 2010).
마르크스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 주택문제 자체
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엥겔스(F. Engels)는
1872년부터 1873년에 걸쳐 <주택문제에 대하여>라는 비교적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
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내었으며17), 이 논문은 향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택제도에 대한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
다. 이 글에서 엥겔스는 자가소유 확대는 노동자의 소부르주아화를 통해 오히려 봉건
적인 구시대적 생산방식을 강요하고, 원활한 이주를 막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를
감내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주택을 소유
하게 될 경우 이것은 임금에서 주택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서 임금의 하락
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노동자의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만 늘어
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엥겔스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단순한 상품 판매와
같으며, 노동 생산에 따른 잉여가치의 수탈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착취
-피착취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것(주택 임대)은 단순한 상품 판매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
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거래가 아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얼마나 속이는
가에 관계없이,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앞서 산출된 가치의 이전에 불과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합하면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총액은 전과 똑같다. 노동자는,
자본가가 그의 노동에 대하여 가치 이하로 지불하건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건 가치
17) 이 글은 프루동주의자인 뮐베르거와 부르주아 사회주의자인 작스가 당시의 주택문제에 대해 기
고한 글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두 글은 각각 임대수익의 금지와 분할 상환을 통한 임
차인으로의 소유 이전(뮐뵈르거), 부르주아지들의 박애주의적 노력(작스)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와 소부르주아 계층의 자가소유 확대가 당시
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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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지불하건 간에 언제나 그의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사취당한다. 임차인은 주택
에 대하여 그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만 사취당한다.” [엥
겔스, 2009, p.182-183]

엥겔스의 입장에서 당시 발생하고 있던 주택문제는 이미 건축된 건물이 토지 가치
의 상승에 기민하게 조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자 주택에 관심을 가지지 않
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주택문제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비교적 작은 폐단’ 중 하나로 자본가에 의한 노동가치의 수탈이라는 자본주
의의 근본체계와는 관련되지 않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다만 대도시 주택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시키고, 노동자들을 생산지역에 집중시켜 저임금을 지불하면서 주
기적으로 공황을 통해 실업상태에 빠트리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우리의 현대 대도시의 노동자들과 일부 소부르주아들의 주택난은, 오늘날의 자본주
의 생산 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비교적 작은 이차적 폐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택난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들로서 착취하는 데 따른 직접적 귀결이 결코
아니다.” [엥겔스, 2009, p.180]

결국 주택문제의 해결은 주택을 소유자로부터 몰수해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회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시행되고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철폐할 경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주택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
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엥겔스, 2009)18).
“이러한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

18) 엥겔스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최형익(1999)은 오직 사회적 노동생산력 발전에 따른 프롤레타리
아의 권력 쟁취라는 생산력주의에 기대고 있는, 사실상의 권리정치에 대한 본질주의적 견해라고
비판한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주택문제가 중요한 것은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의
사용가치 때문으로, 주택문제를 노동자가 좋은 주거 공간에서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
는 주거권 실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엥겔스가 주택문제가 소부르주아적인
성격을 지니며,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가 폐절되어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투
쟁을 전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해 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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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지배 계급에 의한 노동 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엥
겔스, 2009, p.179]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소련과 동구권에서는 이에 따라 자
본주의 착취관계를 벗어난 주택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회주
의 주택모델은 경제모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부정하는 것
에서 출발해 사회적 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될 수 없고, 설령 공급된다고 해도
일부 자본가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는 명제 하에서 주택을 사회 혹은 국
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
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원리는 강력한 국가개입과 수요 억제, 독점적인 국가의 주택건
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른 주택배분제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
을 실천하기 위해 국유화된 주택소유권, 중앙집중적인 주택계획, 행정적 차원의 주택
분배, 주택건설의 국가독접화, 재정지원에 의한 주택건설, 임대료의 국가통제 및 국가
의 주택관리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난다(Andrusz, 1985; 서우석, 1999).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택은 국가 주도의 행정배급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일정순서’에 따라 ‘실물분배’ 방식으로 배급된다. 엄격한 의미의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택의 교환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으로 인한
계급적 갈등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행정상 국가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배급기
준을 입안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 쟁점이 되며,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배급기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임길진·이만형, 1991).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었을
뿐 재산권과 소유권은 엄연히 보장되어 왔다. 소련의 경우 1936년 제정된 소비에트
러시아 헌법에는 어떤 것을 개인적 소비에 사용할 권리를 가리키는 ‘개인적 소유권
(personal ownership)’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을 동반하는 처분권’을 인
정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자본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소유권 개념과 기능적인 차이가
없다19). 소련은 경우 사회적 소유만이 인정된 토지와 달리, 주택의 경우 사회적 소유
와 개인적 소유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였다.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이
고 통일된 견해는 없었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간주택을 국가자체가 주민의 주거수
19) 개인적 소유권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사적 소유권을 private ownership로 부르는 것과 구분
하기 위해 personal owner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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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행기 동안 유용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요악으로 간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권융, 2000). 소련의 경우 1930년대 이후 신경제정책(NEP) 시
기나 2차 대전 종전 직후 등 위기 상황마다 정부의 주택공급 역량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주택과 사적주택이 장려되었지만, 사회주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화합하기 어
려운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항상 공식적, 비공식적 억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적
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Andrusz, 1985; 권융, 2000)

②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양상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동시에 정립된 것은 아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역할모델이 된 소련의 주택시스템은 1930~4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그 체계를 갖추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1940년대 말이나 195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
적인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이 확립된
이후에도 시기별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택소요를 뒷
받침할 물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
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서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다시 중앙집권화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건설 주택의 공급이 최절정기에 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다시 경제위기로 인해 국영주택 정책이 사실상 종결되고, 다시 민간주택공급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말부터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사
회주의 주택시스템 역시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서우석, 1999).
소련과 동유럽 국가는 점유형태, 점유자의 권리, 할당 방식, 가격과 임대료 등과 같
은 주택정책이 소련의 주도 하에 유사한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
전의 정치적 전통과 주택 재고 상황 등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
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하나는 세부적인 중앙계획과 행정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소비에트 모델을 따른
중앙집권적 모델로 체코,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보다 분권적인 모델로 중앙은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계획과 의사
결정은 지방 차원에서 수행되는 형태이며,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이 해당한
다(Milanovich, 1994).
주택 프로그램은 국가의 중앙계획위원회에서 통합 경제계획의 일부분으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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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부에 하달되었고, 결정된 계획에 따른 주택의 건설은 국영 건설기업이 주로 담
당하였다. 주택의 공급은 크게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 여러 형태의 조합주택,
개인주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은 체코에서만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였을 뿐 나머지 국가에서는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노동자나 조합에 주택 건
설자금을 빌려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소지주
의 부동산 소유권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민간 임대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자본
주의적 착취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실제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대료가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임차인 역시 임대인이 아닌 정부 당국이 선정하였다20). 소지주
가 주택을 소유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택이 부족한 상태
에서 안정적인 거처를 스스로 확보한다는 점이었다(Donnison and Ungerson, 1982;
권융, 2000)
<표 Ⅱ-6> 동유럽 주요 국가의 공급주체별 주택 건설비율
(1978년 기준, %)

체코슬로바키아

국가

조합

23

31

불가리아

보조

34

50

40

헝가리

36

-

폴란드

17

58

루마니아

비보조
29

50

동독

11
57

7

37

9
-

63

-

26

82

기타
16(기업)

16

54

소련
유고슬라비아

민간

-

46

-

-

9(집단농장 및 농민)
-

자료: UN(1978), Annual Bulletin of Housing and Building Statistics for Europe; Donnison and
Ungerson(1982) p.101에서 재인용
*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는 1977년 기준 자료

20) 국가 권력이 약화되는 시기에는 국가주택의 재임대 등 불법적인 사적임대시장의 활성화 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철저한 공급자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실제 임대료가 국가 임대료의 10배
에 이르기도 하였다(Andrusz,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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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주택이 거주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에 반해, 동유럽의 주택은
수요에 대한 자격과 생산체계 내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핵심 노동자나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에 가장 양호한 공공주택을 배정해 임금 격차의 대체물과 생
산활동 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사회주의 주택
시스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의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소련의 경우 국가주택
을 공급하고 관장하는 주요 주체 중 지역소비에트는 주택을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한 반면, 국영기업은 주택의 배분을 보상이나 유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오히려 후자의 입장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어떤
사람의 주택 필요는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였다
(Andrusz, 1985)21). 이러한 주택 배분의 불평등은 크게 주택 배정 자체의 불평등,
면적과 시설에 있어서의 불평등, 주거 입지에 관한 불평등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는 다른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비교적 균등하게
주택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새로 등장한 인텔리 계층의 이웃에 숙련 노동자
의 가족이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 것은 국가에 의한 주택공급에 따
른 재정적 부담과 이로 인한 주택부족, 주택의 질적 저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의 주택은 많은 가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
층 이상의 아파트 형태로 규격화 되고 표준화되었다. 하지만 가구의 생활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면밀한 검토보다 통계적인 성과의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주택의 질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1978년 기준 신축주택의 평균 면적은 소련이 51.1㎡, 폴란
드 62.2㎡, 헝가리 65.3㎡로 같은 시기 서독 102.5㎡, 스웨덴 115.3㎡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주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고 공공 식당과 세탁
소를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집은 간단한 취사와 수면만을 하는 기능적인 공간으
로 간주되어, 거실 등 가족의 공동생활공간은 매우 협소하게 할당되었다(Donnison
and Ungerson, 1982).
또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던 반면 신규주택의 건축 비용은 계속 상승
21) 흐루시초프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밝혔는데 1957년 연설에서 “건물과 주택 배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어야 한다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자
는 인민의 일반적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야 사회에 의해 창출된 그의 노동
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Andrusz,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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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주택보조금이 러시아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전
체 주택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의 3/4 이상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에 대한 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요했었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국가 계획에 따른 단일적 공급이라는 기존의
주택시스템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60년대부
터 공공보조를 받는 자가주택의 건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주택
구매자에게 정부가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폴란드에서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거주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Donnison and Ungerson, 1982).

(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주택관련 쟁점
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주택문제
체제전환(transformation)이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체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과
거의 것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체
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정형곤, 2001). 따라서 중세 봉건
경제에서 현대의 산업경제로 이전하는 과정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장기에 걸친 체제전
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은 체제전환 과정은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전환과정에는 명확한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
지 않은 반면, 역설적이게도 체제전환에 대해 가장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과정인 내적 모순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 혁명을 주
장한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정형곤, 2001; Beyme, 1994). 자본주의에
서 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혁명정부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주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와 계획과 폭력에 의한 강제적인 실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유재산의
국유화와 중앙계획 체제의 확립이라는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다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보다 복잡하고 논쟁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계획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과정인 것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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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장은 그 실체와 기능, 작동방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위적
인 조작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1989년 구소련과 동구권이 급속하게 붕괴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소멸을 예측한 이론이 제대로 없었던 만큼 당시에는
전환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았으며,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전환이론 역시 주로 동구권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환과정 상
의 전략실패’에 초점을 맞춘 경험주의적 설명들에 그치고 있다(Beyme, 1994)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밑바탕을 이루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 경제
적인 현상이면서 또한 다분히 정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체제전환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유화의 과정은
재산권의 제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확립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핵심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사유화의
과정은 그 동안의 구습과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
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동시에, 탈사회주의 개혁 초기단계에서 인플레이
션과 공공지출 감소, 구조개혁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역할 뿐만 아
니라 광범위한 개혁의 지지층을 창출하는 수단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구소
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유화 정책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
나로 간주되기도 하였다(정형곤, 2001; 장덕준, 2008).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국가개입의 비율을 어떻
게 낮추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인가, 임대료의 상승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주
택과 관련한 각종 제도 및 금융, 유통시장 등 주택시장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등
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중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
나는 경향은 크게 국영기업 시스템의 붕괴(국가개입의 축소와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공
급)와 주택의 사유화이다.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 국영기업은 가구들의 직장과 복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기구였으며, 주택은 이러한 국영기업 시스템의 주요한 기둥이었다.
국영기업 모델에서 핵심은 주택의 주요 공급자이면서 관리자로서의 직장이었으며, 국
영기업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Stephens, 2010). 체제전환의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하던
국유기업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의 공급자가 누가 될 것이며, 기존의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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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지던 주택시스템 내의 자원을 배분하고 처리할 것인가가 주요한 관심 주제가
된다.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은 시장이 대체하게 되는데, 시장
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시장에서의 투자 능력과 개인의 구매 능력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주택의 사유화는 체제전환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주택모델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개혁의 과정은 소유관계의 변화, 즉 사유화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모기지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주택 사유화에 따른 재산권 개
념의 발달도 추가된다(Mikuta, 1999). 동유럽의 체제전환 모델에서 주택사유화가 가
장 주목을 받은 것은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절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
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유화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사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유화를 촉진
하기 위해 사유화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한편, 임차인의 강제 퇴거 등 저소득층
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 없이 시행되기도 하였다(서우석·최은희, 2000).

<그림 Ⅱ-2> 체제전환 후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사유화 비율
출처 : Stephens(2010), 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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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계층별 주택정책,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주택사유화의 과정에서 빈부간, 계급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으며, 체
제전환과 사유화의 이익이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국영주택 시스템을 민간시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이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까지도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
택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서우석·최은희, 2000).
동유럽의 체제전환에 따른 주택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초
기의 연구들은 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주택 공급과 점유형태의 변화, 주택 금융 등
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후로는 개혁의 경험, 개혁과정의 문제점, 미래 전망 등으
로 연구 주제들이 확대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탈규제화(Turner et
al.,

1992),

주택사유화의

과정(Clapham,

1995),

주택형태의

변화(Tsenkova,

2003)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주택 시스템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Tsenkova, 2009). 즉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성시키고 작동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관심
이 주를 이루면서 동시에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장의 실패
문제를 체제전환 국가에서도 재현하게 되는지 혹은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함의
를 찾을 수 있는지가 주요한 연구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② 주택시스템 전환 경로의 분화
동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과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 동질성을 보인다. 주택 부문 역시 사회주의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따른
생산, 공급, 분배를 해왔으며, 규제에 따른 저임대료, 높은 국가보조금, 만성적인 주택
부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유럽 전체가 상당히 동일적인 지역으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시스템의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도 수렴적 관점에서 접근하
는 연구들의 경우 동구권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상품화 과정을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동일한 시작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서구의 시장경제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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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양상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더라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국의 기존 주거현황 및 전환기의 거시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
소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인 1983년부터 새로운 주택정책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
는데, 이를 통해 많은 국가보조를 받는 주택의 건설비중이 감소하기도 하였다(Tosics,
1987).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
본적으로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독의 주택시스템을 동독지역에 빠른 시
간 안에 확대 적용시키는 급진적 변환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택사유화의 조기
완료, 임대료의 상승유도, 기존 주택의 개보수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서우석·최은희, 2000)22).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향 중 하나인 사유화의 경우
에도 그 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된다. 사유화의 진행에 있어 소유권의 문제
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사적 소유권 제도의 도입에 앞서 사회주의화 이
전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주택의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사회주의 시절 국유
화 조치를 통해 수용된 재산권을 되돌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동독의
경우 반환이 보상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유권 체계를 1949년 이전으로 환원하
는 것을 추진하여, 전체 주택제고의 15%가 원 소유주에게 반환되었다(서우석·최은희,
2000).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1991년 부동산 반환법을 제정해 2001년까지 기존 소
유자들이 반환 신청을 하도록 하였지만,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실제 반
환율은 1999년까지의 농지 37%, 도시토지 13%, 임야 9%에 그쳤다.
이후의 실질적인 사유화 과정 역시 국가별로 차별성을 보인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국유주택을 기존 거주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유화를 진행하였
는데, 이는 노동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측면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유아파트가 매우 노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사유화를 통해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유상으로 사유화 할

22) 이에 대해서 서우석·최은희(2000)는 주택부문에 있어서만큼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구입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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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급 아파트를 특혜적으로 이용중이던 엘리트 계층의 반발을 회피하려는 현실적
인 의도도 있었다(장덕준, 2008; Lund, 2011). 이에 반해 동독은 처음에는 세입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유화가 진행되었지만 세입자들의 구매력 문제로 인해 사유화가
지지부진하자, 중간매입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을 허용하였다. 이들은 서독의
개인 및 투자기업들로 개보수 공사비의 5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노린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1994년까지 이루어진 자치단체 소유주택 매각분 중 70%는 기존 세입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서우석·최은희, 2000).
중국을 체제전환 국가의 일부로 볼 때 중국의 체제전환에 따른 주택문제 역시 동유
럽의 국가와 동일하게 국유기업 시스템의 해체와 개인 소유권의 확대와 소유권 규정의
명문화라는 과정을 밟으면서 진행된다. 이러한 중국의 주택시스템 전환의 과정과 양상
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와 자산기반 복지모델
(1) 동아시아 국가의 발전주의와 주택정책
1960년대 이후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
과는 다른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을 보이는 하나의 독자적 경제발전을 성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 중 동아시아 국가의 성공 원인을 국가유형과 정책 패러다임 측
면에서 분석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논의
이다.
발전주의 국가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경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고 발전의
경로를 지시하려는 것’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Beeson 2009). 발
전주의 국가는 강력한 발전 주도 엘리트들이 국가자원을 경제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일정 정도 시민권을 제약하거나 강한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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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Chen and Li, 2012), 약탈국가(predatory
state),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발전국가는 기업
부문의 자본축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약탈국가의 권력층은 기업부문으로부터 부
를 약탈한다. 또한 발전주의 국가는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을 종속시키는 것에 반해, 복
지국가는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대해 우위를 점한다. 발전주의 국가는 국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점에서 탈규제를 통한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와도
구분된다(김형기, 2016).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국가들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성
장을 이끌어 왔으며, 강한 민족주의/국가주의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
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국가 경계를 중심으로 조절의 공간을 구축하여 왔다. 하지
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보다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압력에 따라 보다
자유화되고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논의에서는 변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장지향적 개혁 역
시 국가 관료들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개혁이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
해 필수적이라는 발전주의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주의 국
가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박배균, 2006)23).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택정책 역시 서
구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나름의 주택정책 모델로서 관심을 모아 왔
다(Ronald and Chiu, 2010). Doling(1999b)의 경우는 동아시아 주택모델이 전통적
주택시스템과 구분되는 제4의 모델로, 주택생산은 조합주의 시스템이며 주택소비는 자
유주의 시스템으로 평가하였다. Ronald and Chiu(2010)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가
역할이 강하고 자가소유를 매개로한 중산층 사회, 국가복지 책임 축소 등을 공통의 특
징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내에서도 주택정책의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유럽 복지국가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
택시장에 개입하여, 광범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Doling, 1999b). 싱가포르에서 공
공주택은 초대 수상이었던 리콴유가 주창한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의 핵심수단으로서 단순한 주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홍콩 역시 한때

23) 박배균(2006)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주도적인 신자유주의화로의 이러한 변화를 발전주의적 신자
유주의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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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국가가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이다. 이에 반해서 대만과 한국은 국가가 주택부문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
았으며, 특히 1970년대까지는 시장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은 미
미하였다(Lee, 2003: 김수현, 2013).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두 나라의 주택정책이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한국은 공공택지 개발, 청약제도 등을 통해 정부
의 개입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에 비해 대만은 1970년대 중반 공공주택 공급을 비롯
한 적극적 역할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공부문의 직접 역할은 미미했다. 대신 주택구입
에 필요한 저리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가소유 확대정책을 펼치게 된다(Chen
and Li, 2012). 따라서 네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기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다(김수현, 2013).

(2) 자산기반 복지모델과 주택 자산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은 주택정책 및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강한 자가소
유 지향 속에서 주택이 곧 노후복지로 이어지는 이른바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을 그 특
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Ronald and Chiu, 2010). 자산기반 혹은
재산소유(property)기반 복지체제의 개념은 저축, 주택 지분, 연금 등과 같은 자산
(assets)의 개별적 소유가 개인의 복지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나타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장려하는 전략이다
(Chapman and Sinclair, 2003).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자산에 개인이 투자하여 자산형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복지소요에 보다 더 큰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형성된 자산을
바탕으로 소득흐름을 창출하여 은퇴처럼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한 시기에 소비와
복지소요를 충당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Watson, 2009; Doling and
Ronald, 2010a). 이러한 자산기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주택이 그 중심에 있으며, 종종 자산기반 복지에서 ‘자산’은 부동산 또는 주택자
산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주택부문에서 자산기반 복지정책은 금융위
기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중요한 주택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신진욱·이은지, 2012; 김용창,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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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으로서 자가소유 기반의 정책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역모기지제도(equity release)와 결합하면 축적자산을 기
초로 하여 재고자산(stock)을 소득흐름(flow)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
퇴나 갑작스런 소득기반 상실, 고령화 단계에서 중·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일
부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지분공유 등의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가소유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경우, 저소득 가구도 상대적으로 자본이득을 향유하고, 사회공동노력의
결과인 주택부문 자본이득을 전통적인 중산층 이상의 완전 자가소유자 이외에도 분배
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갖는다(김용창, 2013a).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택이란 단순히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자
산형성 및 부의 축적과 직결된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자가소유가 경
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높인다는 생각을 해 왔다. 특히 가족 중심의 복지와 가
족의 ‘자산’인 주택이 밀접히 연계됨으로써, 자산 가치 증대 정책이 시민권이나 평등주
의에 기반한 복지정책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된다(Groves et al., 2007). 이는 또한
자가소유를 부추김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확대 재생산되게 된
다(Lee, 2003). 그 결과 서구에서는 국가개입이 곧 주택의 탈상품화를 의미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한 국가개입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심지어 공공 스스로 민
간개발업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Chen, 2011). 또한 서구에서 확산된 상품화와 민영
화 현상은 아시아 국가에서 자가소유 확대와 공공지원을 받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Chiu, 2008; 김수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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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 주택문제 연구
1)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현 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사회주의
시기의 소련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평가하지 않는 관점처럼24) 많은 학자들은 중
국의 체제를 이미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로 분석하는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부 사회주의의 잔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체제전환을 통해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
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근거를 밝히거나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신중국25) 건설 당시부터 중
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의 초기에 있었던 노선 갈등 역시 엄밀하게는 사회주의 중국의 방향에
대한 논쟁일 뿐 중국 사회주의의 지속에 대한 논쟁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논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공산당과 핵심 이론가들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실행하는 시장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들
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 즉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만 한다26).
24)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트로츠키주의자인 토니 클리프를 들 수 있는데, 클리프의 경
우 소련의 체제를 사회주의에서 변질된 국가자본주의의 전형으로 평가한다. 자세한 논의는
Cliff(1996)를 참고.
25)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수립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 말로,
1949년 10월 1일에 정식으로 건국이 선포되었다.
26) 중국이 주창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적 정합성과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정체를 주창함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화된 특징이 주택시스템의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많은
비판과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살펴보고 구분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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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세력과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범위에서 중국이 여전히 사
회주의 국가인 이유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의 헌법 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
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조 2항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
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도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은 형식적인 측
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레닌은 공산사회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하는 사
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단계의 핵심 정치제도로 소비에트27)를 창설하였는데, 중국
공산당 역시 소비에트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발
전시켰다. 소비에트가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적 정치체제임을 감안한다면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중국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부분, 특히
경제제도의 측면에서 중국의 체제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통 사회주의 이
론과는 상이한 측면을 중국은 스스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으로 ‘중국식 사
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주택시스
템의 특성과 차별성을 밝히기 위한 기초 토대로서 중국이 주창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의 도입 배경과 특징, 그리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경제제도로서 사회주의 시
장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혁개방과 중국식 체제이론의 정립
중국의 헌법은 전문에서 사회구조와 국가구조를 규정한 1936년 스탈린 헌법의 영향
으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총강의 조문 곳곳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28). 현재의
27) 부르주아 대의기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평의회
28) 중국의 헌법은 경제체제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과다하게 규정하여 체제전환 과정에서 잦
은 헌법 개정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 역시 받고 있다. 헌법의 개정은 중국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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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国家实行社会主义市场经济)”고
규정하여 중국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현재의 사회
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추진한 급진적 사유화보다
는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 특정을 유지하면서 부문별로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
너는’ 과정을 거치고야 비로서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신주
식, 2006).
중국이 개혁개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
위원회 전체회의(이하 ‘중공 11기 3중전회’)를 통해서이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정치는 바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일갈하면서 이후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낙후된 생산기반을 극복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 데에 주력하였다. 10여 년 간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극좌 노선
투쟁과 마오쩌둥 사망 후의 혼란한 정국을 덩샤오핑을 위시한 온건개혁파의 집권을 통
해 수습하면서, 대외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통해 문화대혁명 기간
더욱 퇴보한 생산력과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
회주의 이념 체계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요소의 도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존립 기반이 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개혁개방의 초기에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
에

‘시장’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를 상징하는 개념들의 직접적인 사용은 가급적 지양

하면서 여러 개념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문화대
유의 점진적 체제전환의 단계별 성과를 사후 추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체제 개혁
으로 변화된 현실을 헌법규범에 반영하려는 ‘정책우위적 헌법관’의 표현인 동시에, 공산당의
정책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중국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신우철, 2003).
중국의 헌법은 1954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75년의 2차 헌법(문화혁명의 극좌노선 반영),
1978년의 3차 헌법(문화혁명기의 오류 개선), 1982년의 4차 헌법(개혁개방의 성과 반영, 비공유
제 소유구조의 허용) 등 4차례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부터는 전체개정이 아닌 부분개정 방식
으로 전환하여 4차 헌법을 1988년(사영경제의 합법성 승인, 토지사용권 양도 허용), 1993년(사회
주의 시장경제 명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헌법전문 반영), 1999년,
2004년(삼개대표론을 지도사상으로 승격) 등에 걸쳐 개정하였다. 중국의 헌법 개정은 일반적으
로 5년 내외의 주기를 보이는데 이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개최 이후 공산당 강령의 개정과
밀접한 연계 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헌법 제정기관은 인민대표대회이지만, 공산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의 헌법관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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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시기의 중심을 이루었던 계급투쟁과 이념논쟁을 경제 우선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사구시(实事求是, 사실에서 진리를 찾는다)’와 ‘흑묘백묘론(黑猫白描论,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서
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행
위는 사회주의 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선부론, 先富论)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념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의 변화에 역량을 집중하
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에 대한 이론화와 체계화를 시도한
것은 1982년 9월 1일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자대회(이하 ‘당대회’)의 개막사
로 덩샤오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한 것을 시작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개혁개방의 성과와 과정을 정당화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처음
으로 주창한 것이다. 이어서 1984년 중국 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이론을 통해,
상품경제가 자본주의만의 요소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상품경제가 존재함을 설
파하였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 산품경제(産品经济) 이론을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전환
하면서 시장경제 요소 도입의 기초적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87년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의 현 상태를 서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상이한 특수한 ‘사회주의 초
급단계’29)로 규정하고, 이 당면한 특수성에 기초한 중국 고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个中心, 两个基本点)이라는 체제개혁의 기본 틀을 발
표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하나의 중심)를 위해 4항 기본원
칙30)과 개혁개방이라는 두 개의 기본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체제전환이 개혁개방과 시장의 확대라는 길로만 일관되게 나아간 것
29)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그 내적 모순에 따라 붕괴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낙후되고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라는 특수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 생산력을 발전을 통해 상품경제에서 사회주의 성숙단계를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특정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라 현단계 중국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생산력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된다.
30) 사개견지론(四个坚持论)이라고도 하며,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 공산
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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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가장 크게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우경노선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장의 성격이 ‘자본주의의 성(성격)이냐 사회주의의 성이냐’ 하는
이른바 ‘성사성자(姓社姓資)’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10여년에 걸친 개혁개
방의 성과는 중국 정부가 이후에도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되었으며, 특히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은 1992년 션전,
상하이 등 남동부의 개혁개방 도시를 시찰하는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讲话)를 통해 사
회주의의 유무는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
력의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데 유리한가’라는 3가지 유리점
(三个有利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
고자 하였으며31), 기존 사회주의론에 대한 이론적 해방을 통해 이후의 정책적 추진동
력을 확보하였다(이희옥, 2004; 신주식, 2006; MacFarquhar, 2011).

(2)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관계
증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 고유의 체제전환 방식을 지지하
는 이론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개념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당과 국
가의 지도사상32)이라고 본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경제 부문의 측면에서 중국 특
색의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이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가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이 경제체제 개혁
의 목표가 되듯이, 정치체제 개혁의 목표는 인민대표대회제도와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
작제도, 정치협상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민주’의 확립이 되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결합되어 중국 특색의

31) 덩샤오핑은 남순강화에서 “계획이 더 많으냐 시장이 더 많으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
적인 구분이 아니다.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와 동등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은 있다. 시
장경제도 자본주의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
수단이다”라고 하여, 姓社姓資 논쟁이 무의미함을 강조하였다.
32)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은 4항 기본원칙에 명시되었듯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이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같은 해인 1992년 개최된 14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을 ‘덩샤오핑 이론’으로 칭하면서 당의 또 다른 지도사상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현재
는 후진타오 지도부에 의해 장쩌민 지도부 시절 제시되었던 ‘삼개대표론(三个代表论) 역시 지도
사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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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제도가 건설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시장제도의 도입 등
경제 부문에서 이루어진 전환을 살필 경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전체적인 중국의
체제전환을 언급할 경우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이론을 활용하게 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82년 덩샤오핑의 제12차 당
대회 연설이지만, 이것이 중국의 체제이론으로서 정리되고 공식화된 것은 다음 지도부
인 장쩌민에 의해서이다. 1990년 중공 13기 7중전회 연설과 이듬 해 중국 공산당 성
립 7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장쩌민 주석은 그 동안의 이론적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
리하여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틀을 재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노선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과 이에 대한 12개의 실천원칙을 제시함
으로서 체제전환에 따른 개혁을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33).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식화 된 것은 1992년 10월 제14차 당대회로, 이를 통해 기
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
장쩌민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공동소유와 노동에 따른 분
배를 주체로 삼고, 기타 경제요소와 기타 분배방식으로 이를 보완하는 기초 위에서 사
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
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헌법 15조의 “국가는 사회
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조문을 지금과 같은 “국가는 사회
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영기업, 국영경제’라는 표현을 ‘국유
기업, 국유경제’로 완화하였으며, ‘농가생산청부제’라는 표현 역시 공식적으로 추가하면
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을 위한 법적 체계를 공식화하였다(中国国务院发展研究中
心·中国社会科学院，1993).
1997년 열린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국민경제 주체’에서 ‘국
민경제 기초’로, 사유경제는 ‘국민경제의 보충’에서 ‘국민경제의 중요 구성성분’으로 하
3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제시된 12가지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사회주의 민주와 사회주의 법제건설 강화 ② 사회생산력 발전과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의
수준 제고 ③ 사회주의 개혁과 관리체제 완비 ④ 다종 경제형식의 도입, 대외개방의 확대 ⑤ 사
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종 소유제 구조 견지 ⑥ 계획적 상품경제의 발전과 계획경제와 시
장조절의 상호결합 ⑦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는 분배제도, 일부 인민과 지역의 선부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점차적인 공동부유 실천 ⑧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⑨ 평등호조·단결합작·공동번영의 사회주의 민족관계 건립, 민
족구역 자치제도 실시 ⑩ ‘일국양제(一国两制)’ 원칙에 따른 통일대업의 점진적인 실현 촉진
⑪ 평화공존 5항원칙에 기초한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 견지 ⑫ 공산당 영도의 견지와 영도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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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제의 범위에 국유와 집체 소유
이외에 혼합소유제 내의 국유 및 집체소유 부분도 공유제 경제의 포함시켜 주식회사
등도 공유제 경제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1999년 개헌을 통해 헌법에도 반
영하였다(백승욱, 2003)

(3)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속성인 토지국유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창한 우징리엔(吴敬琏)34)이 밝히고 있
듯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체제라는 점에서 시장의 역할이 제한
적인 ‘시장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백승욱, 2003).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
징으로는 크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공유제를 기초로 한 다종경제성분의
공존, 둘째 국유자산 자산권의 명확성35), 셋째 일체 생산요소의 상품화와 시장 진입,
넷째 시장에 의한 자원배치, 다섯째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도하고 기타 형식이 병존하
는 분배형식, 여섯째 시장조절과 계획조절의 유기적 결합(계획조절은 간접적 경제수단
위주)이다(中国国务院发展研究中心·中国社会科学院，1993).
하지만 이 여섯 가지 특징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시장경제, 즉 중
국에서 일컫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와 여
섯 번째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비교할 때에 나타나는 차별성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가깝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구분되는 독특한 중국 특색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특징인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 밖에 없으며36), 노동
34)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이자 중국 경제이론의 확립을 주도한 우징리엔(吴敬琏)은 1992년
초 <계획과 시장 표현법에 관한 건의>를 공산당 중앙지도부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경제체제의 명
칭으로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같은 해 6월 장쩌민 주석이 중앙당교 연설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선택하여 사
용한 이후 같은 해 10월 14차 당대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백승욱, 2003).
35)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공유제 기업이 자주경영과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해 시
장에서 민간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중국 헌법 제6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
제, 즉 전체 인민소유제와 노동군중의 집단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착취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각자에게 능력을 다하게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가치가 사회주의 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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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분배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존재하며 ‘주도한다’는 의미의 불명확성으
로 인해 큰 차별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볼 경우, 사실상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유한
특징은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는 소유제 문제에 가장 크게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이일형, 1997; 김익수 외, 2005).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성이 공유제에
서 비롯된다는 이러한 관점은 마주앙창(马壮昌)이 인민일보에 게재한 글에서 “사회주
의 시장경제는 생산자료 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시장을 통해 경제를 조직하고 자원배치
를 조절하는 형식”이라는 주장37)과 위안스즈(袁思之)의 “생산자료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가 흔들리면 사회주의 경제기초가 흔들리며, 또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이다”는 주장38)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거시적 조절통제를 사회주의 시
장경제의 특징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도 경제발전과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시적 조절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것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39).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거시적 조절통제는 계획경제 하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던 방식과는 달리 시장경제 법칙에 따라 경제수단과 법적수단, 그리고 행정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친다40).
자이타이펑(翟泰豊)과 리리엔중(李连仲)도 1993년 인민일보에 게재한 글41)에서 사
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사회
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차이점은 시장의 주요 경제주체가 공유제 기업
이라는 점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
가가 전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시장 경제활동을 이용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사
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통점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주체적 기
업활동, 기업자산권의 상품화, 간접적인 거시적 조정, 시장체계의 완비, 교역과정의 규
범화, 시장관리의 법제화 등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규범 7가지를 들고 있다.
와 노동에 따른 분배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7) 马壮昌, <社会主义市场经济 100词解说(一) - 市场经济､ 社会主义市场经济､ 资源配置>, 人民
日报 1992년 11월 2일자 제5판
38) 袁思之(中共上海市委员会), <坚定不移地推进社会主义的改革>, 人民日报 1991년 9월 27일 제5판
39) 高尙全, 加快改革步伐尽快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新体制, 《新华文摘》, 人民出版社, 北京, 1993
년 제1기
40) 李鹏, 1998년 3월 5일 전인대 제9기 제1차회의 政府工作报告, 人民日报 1998년 3월 21일자
41) 翟泰豊·李连仲, <社会主义市场经济与资本主义市场经济的异同>, 人民日报 1993년 2월 5일자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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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비교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통점
주요 시장주체
생산활동의 목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주체적 기업활동, 기업자산권의 상품화, 간접적인
거시적 조정, 시장체계의 완비, 교역과정의 규범화, 시장관리의 법제화
공유제 기업이 주도

사유기업이 주도

인민군중의 물질·문화 수요의

최대한의 잉여가치 추구

최대 충족
노동에 따른 분배가 주체

분배형식

→ 개인이익의 최대추구와 전사회
공동부유의 통일

자본에 의한 분배
→ 자본가의 잉여노동가치 착취

시장발전의 결과

선부론 → 공동 부유

사유화로 인한 부의 독점과 양극화

국가의 성격

국가는 노동인민의 대표

국가는 자본가의 대표

출처: 翟泰豊·李连仲(1993)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따른
자원배치와 조절 수단과 전 사회의 근본이익을 위한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통해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유제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의 유지라는 명분을 얻고, 이
를 바탕으로 다른 요소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와 거의 동일한 경제활동들이 정당화되는 방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장기능
의 도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에 따라 공유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명분 하
에서 정당화 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 공유제를 주
체로 한 소유구조라고 한다면, 중국의 공유제 소유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이 전민토지소
유제라고 하는 토지국유제의 영역이다42). 토지는 주택문제를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
42) 현재 중국에서 공유제의 가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토지국유제라는 점에서, 토지 소유구조는 중
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자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체제론의 거장인
사미르 아민 역시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아직까지는 승리한 것도 패배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지권의 평등 원칙이 실현되고 있는 이상, 사회적 행동으로 아직까지 블확실한 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국유제의 가치에 주목하였다(Am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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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며, 주택의 가치 대부분이 토지 가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소유권
문제는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된다. 공공주택 정책의 측면에
서도 중국 정부가 토지국유제와 토지 공급시장의 독점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택
가격의 하락과 공공주택의 대규모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제를 바탕
으로 한 사회주의적 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적 정합성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 토지국유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
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의 한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은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그 성격과 의미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비판 역시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이 논리적인 기반을
갖춘 이론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정당화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부합하는 도구로
서 등장한 것이며, 중국 사회주의의 현실적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인
식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설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라는 현실적 자본주의 시
장경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임
을 고수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존재한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수단은 토지와 국유기업의 운영이 된다. 하지만 4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도시토지의 사용권이 소유권과 분리되어 이미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현실, 주거용지의 경우 토지사용권의 재연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의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지지 못하며, 이것만을 기초
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성을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수렴하고 있으면서 굳이 ‘사회주의’라는 의미
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제도의 측면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기득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공식적으로 채
택할 경우 공산당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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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할 경우 정치제도의 측면에서 직접
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을 거부할 명분 역시 약해지는데,
이는 공산당 지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산당 중심의 지도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서는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
제라는 이론적 개념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
한 수단으로 선택한 정치적 선전(propaganda)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
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단지 ‘사회주의 국가를 자부하는’ 중국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
장경제 이론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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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정치구호와 사회운동으로 전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주) 중국식 자본주의의 상징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푸동지구 관광안내소 전광판(上)
과 베이징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전 광고판(下). 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
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받들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계시하고 있
으며, 아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부강, 민주, 문명, 자유, 평등, 애국 등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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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도시 주택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동향
급격한 도시화와 부동산 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주택문제는 중국 학계에서도 주
요한 관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 외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의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중국 주택문제에 관한 초기의 연구
는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다루면서 변화의 과정을 평가하고 주로 주택개혁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는가 실패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Wu, 1996;
Wang and Murie, 1999). 따라서 이 분석들의 상당수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
을 가지는데 최근에는 새롭게 도입된 시장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중국에서
부동산 투자 붐과 가격상승을 만들어내었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 개혁의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거나 중국에서 출현하기 시
작한 자본주의적 도시현상과 도시 문제에 주목하였는데, 주거 양극화와 정책에서 배제
된 협심층의 문제, 주거 빈곤과 주거 갈등 등 다양한 주택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보장성
주택 제도가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Deng and Huang, 2004; Wu, 2010;
He, 2013). 여기에서는 이 중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의
주택시스템의 성격과 구체적 사례로서의 보장성주택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관한 연구
들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위상과 의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1)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논의
중국의 주택제도 변화를 전체적인 주택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주로 중국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새
로운 체제의 부상에 따른 현상을 기존 논의의 틀에 끌어들이는 것을 통해 그 의미와
영향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 서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권 출신의 학자들과 홍콩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
들이다. 이에 반해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의 주택시스템을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유형
화 하거나,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특성 하에서 나타나는 중국
의 주택시스템을 분석하는 연구는 오히려 드문 편인데, 이것은 사회주의적 전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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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의 사회구조에 내재화 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택시스템의 비교 연구 관점에서 중국의 주택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비교대상
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체제전환 국가라는 관점에서 동
유럽의 체제전환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비
교하는

연구이다.

Stephens(2010)의

연구가

전자의

관점을

취한

연구라면,

Chiu(2008)의 연구가 후자의 방식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Stephens(2010)는 중국의 주택시스템 전환을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
였는데, 공식적 영역의 도시주택 제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의 특수성은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나타나는 변이들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별도의 고
유한 주택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모델 전환
의 한 유형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국시스템의 차별적 특성은 오히려 광범위하고 양극
화된 농촌 주택문제, 그리고 농민공 등 도시 내 비공식 영역의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각될 것이라고 보았다.
Chiu(2008)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5개국의 주택정책을 정부개입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차별점이 나타나는 것
을 분화적 관점과 경로의존성에 기반한 과정적 접근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Chiu는
중국의 주택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방식을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marketised
socialist system)으로 분류하는데,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토지, 건
축자재, 토지사용권 등 주택 생산요소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여전히 국가의 소유이
며,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는 점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차별점은 대부
분의 주택 공급자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소유하에 있다는 점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Wang and Murie(2011)는 초기의 중국 주택정책은 주택의 최소기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공급 측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전후 유럽의 주택모델과, 정부
가 사회주택의 직접적인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서구 복지국가 모델과,
공공의 토지 소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지이용 규제 등을 공공주택 정
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아시아 모델과도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모델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복합적(hybrid) 모델로 정의하였다. 중국의 주택 모델
은 시장 프로세스가 주를 이루지만 사회주의적 유산과 현재의 정치시스템에 따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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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택모델이 ‘국가사회주의’
에서 변화를 시작하였지만 서구의 방식에 따른 조합주의 모델이나 잔여적 모델로는 이
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Chen et al.(2014)의 경우 Ball과 Harloe가 제시한 ‘주택공급체계’의 관점에서 중
국 주택시스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주택 자가소유의 장려
를 통한

‘자산 기반 복지’에 중점을 두고 공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염가임대주택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일련의 보장성주택 제도 강화 조치가 같
은 시기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향과는 상이해
보임에 불구하고, 중국의 주택 모델이 기존의 사회주의적 전통을 회복하려는 시도보다
는 현대적인 시장경제 하의 주택 시스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공공주
택을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부문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 내 연구자들의 경우 주로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변화된 중국 주택
제도를 평가하고 그 의의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는데, 满燕云(2012)은 중국 주택제도의 성과와 함의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张丽风(2013)은 주택정책에 있어 정부의 정책목표의 변화과정
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기부터 주택제도 개혁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중국주택제도의
시기를 유형화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그 관심이 전체적인 국가 주택시스템의 차원에서 성격을 규명하기보다는
현재 나타난 주택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은 정책제안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며, 상당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부 정책의 의도를 소개하는데
집중하기도 한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의 주택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
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제도적 변화가 단기간에 광범위한 차원에서 일어난 중국
주택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주택시스템의 차원에서 이론화하지 못하고 현상
또는 제도 변화를 소개하거나 그에 따른 결과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정치·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
기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간과한 채 단순히 서구 도시주택문제의 지역적 변용이라
는 측면에서 동일한 이론과 분석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연구는 중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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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 하의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논의의 수준이 거시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측면 역시 나타나고 있다.

(2) 보장성주택 제도의 실행에 관한 논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다루는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택상품화 조
치 이후 실행된 보장성주택 제도를 개괄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
로 朱亞鵬(2007)은 주택보장정책을 사회정책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는데, 贵阳을 사례
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변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보장
성주택 정책의 정책과정과 사회공평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邱道持(2012)는 충칭시의
공공임대주택을 사례로 하여 보장성주택체계의 변화과정과 시행양상을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의 유형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연구는 보장성주택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상
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는 두 유형이 시기별로 중국 보장성주택 정책의 가장 주요한 형태로 설정되
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용주택은 행정배정방식의 토지취득, 분양형 공공주택
이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공공임대주택은 도시 주택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도입된 대규모의 임대형 공공주택이면서 동시에 호구 등의 제한을 없
앤 대중모델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佘宇(2012)는
경제적용주택 정책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적 이해관계로 인해 경제적
용주택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沈昊婧·冯长春(2012)는 베이징 시의 경제적용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간적 분포를
통해 정책 도입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토지의 대규모 조달이 가능
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점차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
혔다. 张齐武·徐燕雯(2010)은 경제적용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변화를 살펴본 뒤,
정부의 보장지출 규모가 동일하다면 공공임대정책 중심의 정책이 도시 주민에 대한 주
택보장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曾国安·张倩(2011)은 공공임대주택이 중
국 주택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협심층의 문제와 관리 및 퇴출기제의 부족 등 운영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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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3) 중국 주택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긴밀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및 부동산
분야 역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경제 활동의 대상
지, 혹은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 차이를 분석하며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주택문제를 접근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 주택제도의 변화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들로 시기적으로는 1998년 주택상품화조
치 이전과 개혁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길진·이만형(1991), 전현
택(2001), 임반석(200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임길진·이만형(1991)의 연구는 중
국의 주택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었지만 시기적으로 사회주의 주택제도 시기에만
해당한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현택(2001)과 임반석(2003)은 1998년 이
후 중국의 주택상품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택시스템적인 차원보
다는 주택상품화라고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정리와 평가에만 그쳤다.
다른 유형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 보장성주택 정책에 대한
연구들로 김수한(2009), 홍원표(2009), 백승기(2012)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김
수한(2009)의 경우에는 국내 연구가 신형공공주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경제적용주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보장성주택 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주
택제도의 측면보다는 제도 변화의 원인과 실행양상에 대하여 중국적 정치·행정구조에
따른 정치경제학적 과정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원표
(2009)는

경제적용주택 공급정책을 베이징을 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는데, 경제적용주

택과 염가임대주택을 대표적 보장성주택으로 보고 가용토지 공급, 재원조달 가능성 및
공급 주체간의 이해 조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백승기(2012)는 중국의 가치비
평적 정책분석방법(value-critical policy analysis)을 활용해 사회문제분석과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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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소분석으로 구분하여 보장성주택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중국 보장성주택 정책을 본격적인 논
의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별 주택정책의 실행에 대해 사회보장적 관점과 정책적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전체적인 주택시스템의 측면에서 중국 주택제도를 평가
하고 성격을 규정짓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대상 역시 경제
적용주택과 염가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수학한 중국 유학생들
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의 주제로 중국의 주택제도와 보장성주택 정책을 선택한 경우들
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 유형의 연구들은 자국 제도의 소개와 그에 대한 평가들
을 종합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연구 관점이나 결과의 측면에서는 의의를
찾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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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분석틀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에 발맞춰 중국에 대한 연구 역시 가파
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국가와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사회주의
적 전통과 동아시아적 특수성까지 접목되면서 도시지리학적인 차원에서 중국 도시와
중국 도시의 주택문제는 많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의 도시 주택문제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중에서도 중국의 주택시스템, 그리고 그
중 특히 공공주택 체계에 대한 연구동향은 중국 내부와 중국 외부에서 그 경향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의 주택시스템의 체계와 성격을 규명하기
보다는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주택시스템의 개혁과 재구축 과정에
서 나타난 정책들의 의미와 평가,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제안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이에 반해 중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체제 전환 국가
라는 중국적 특수성과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의 성
격을 밝히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주택문제
를 현대 국가의 도시 문제라는 일반성에 기반해 문제의 이해와 해결 방안을 밝히고자
하는 반면 중국 외부에서의 주택문제 연구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도시 문제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려고 한다. 주택시스템의 비교 연구
의 관점에서도 중국 내부에서는 외국의 주택문제를 서구 선진국을 주 비교대상으로 하
여 선행경험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중국 외부에서는 주로
동유럽 국가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주의 경험, 체제전환 국가,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등 중국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중국 국내외의 주택문제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서로 조응하고 융합
되면서 종합적이고 새로운 차원의 연구 주제를 밝혀내거나 진행되지 못한 채 서로 별
개의 재생산만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가 전체의 주택시스템과 주택정책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현 체제의 이념적 기반과 이론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중국
의 특수성을 다른 국가와의 비교만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문제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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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가 출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중국의 체제전환에 따른 주택시스템의 구조와
성격 전환 측면과 주택시스템의 실행 양상 측면에서 동시에 평가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동시에 국가 스케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전환과 지역 스케일에서
실행양상의 성격변화라고 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 스케
일에서의 주택시스템의 실행 양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인 동시에, 주로 단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주택시
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된다고 상정하였던 기존의 주택시스템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시행
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주택시스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국가의 주택시스템은 공공주택
정책의 특성에 따라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주택시
스템의 성격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정책대상으로 보장성주택 체계를 선정하였으며,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사례로 다음의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한다.
연구주제 1 :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과 실행의 양상
개혁개방과 주택제도의 전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형성되었는지를 개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여기에서 나
타난 주택문제의 양상을 밝힌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문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주택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이후 논의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
연구주제 2 :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성격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특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속성, 그리고 주택시스
템의 분류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체제전환을 통해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
시스템의 구체적 성격을 밝힌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주택모델
의 하위모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전환에 사회주의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주도적인 시장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연구주제 3 : 주택시스템의 지역적 실행과 지방정부의 시장화 주도
주택시스템의 실행양상 측면의 논의를 국가 스케일이 아닌 실제 집행단위인 지역
스케일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주택시스템의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가치 선택
의 과정을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연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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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변형하고 응용하는 것을 통해 지역적 이익을 실행시킬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것이 주택문제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그림 Ⅱ-4>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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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체제전환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1.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전환
1)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제도와 주택문제43)
신중국 수립 이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
까지 중국 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의 생산수단 공유제
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통해 운영되었다. 도시 주택 역시 체제전환 이전의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상품의 속성을 가지지 않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건축한 후에 일괄적으로 단위에 분배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비록 엄격
한 통제 하에서 소규모의 부동산 임대 사례가 있기는 하였지만 경쟁을 바탕으로 한 주
택시장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저임금을 통해 공공자금을 축적하고 통일적으로 주택에 투자하여 단위
에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단위는 제공받은 주택을 단위 구성원들에게 거의 무상에
가까운 낮은 임대료만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주택은 복지재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을 대신하는 보상적 임금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이중희, 2004).
중국의 혁명 과정 자체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 시기와 신중국
수립 초기에는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그다지 긴박하게 요구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국가
체계의 수립 이후에는 활동의 기반이 농촌에서 도시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
었지만, 이때에도 도시가 배후 농촌지역을 수탈하고 기생하면서 성장해 왔다는 관점에
서 기존도시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아래서의 도시는 생산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
점에서 비공업 도시의 성장이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억제되었다.
이후 공산당은 집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물질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현
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초보적인 주택정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택의 국
유화나 공유화는 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고 개인의 주택 건축이나 임대는 부분적으
로 허용되거나 장려되기도 하였다. 도시 관리에 대한 경험과 자원을 갖추지 못한 중국
공산당은 초기 정책에서 소련의 모형을 모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택투자를 비생산
43)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주택상황에 대해서는 임길진·이만형(1991)을 중심으로 Howe(1968), 전
현택(2001), 임반석(2003)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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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제활동으로 규정한 소련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주택건설 투자는 우선
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났다. 1953년부터 실시된 제1차 5개년 계획은 중공업 발전을
기본목표로 채택해, 전체 투자액의 88.8%를 생산재 부문에 투자하고 소비재 부문에는
불과 11.2%만이 배정되었는데, 주택 부문의 경우 피상적인 목표만 제시된 채 구체적
인 실행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1952년 ‘임대료를 높여서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
(以租养房)’을 통해 주택 투자재원을 확충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주택건설은 개
인의 책임으로 더 크게 남아있었으며 완전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은 정착되지 않았다.
대약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후반부터 주택 부문에 있어서도 건설,
분배, 소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확대되었는데, 개인주택의 국유화는 1957
년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불과 1년 후인 1958년에는 공유주택이 도시 주택의 보편적
인 형태가 되었다. 대약진 운동 당시 중앙정부는 건축물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의 기준
으로 대도시는 150㎡ 이상, 중도시는 100㎡ 이상, 소도시는 50㎡ 이상을 제시하였는
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개인소유 건축물을
국유화 또는 공유화 하였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월남전 등 대내외적 환경으
로 인해 이후 먹는 문제조차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부문은 경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주택투자와 주택정책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로 인해 도시주택에 대한 통
제는 다시 완화되어 도시주택의 공유화와 국유화 개조작업의 한편에서 개인이나 기업
에 의한 주택건설 역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극좌주의 사상 개조작업으로 인
해 주택과 같이 국민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책은 수정주의로 비판받게 되었
고, 주택의 질적 향상이나 신규주택의 건축은 부르주아적 사치로 간주되었다. 문화혁
명의 극좌노선은 1970년대 초까지도 계속 이어져 주택건설의 중앙 집중관리는 최고조
에 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六统’44)의 방침에 따라 주택정책의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건설하는 주택의 양과 표준까
지도 정부가 결정하였다. 주택의 배급은 국가나 지방, 단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인 원칙은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화해 총점 기준에 따라 분배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보통 1) 근무연한
4) 행정 혹은 기술직책
은 주거곤란의 경우

5) 사상이나 성분

2) 나이

6) 가족계획 실시여부

3) 학위

7) 무주택자 혹

8) 결혼여부 와 같은 공식적인 기준과 연줄, 뇌물 등의 비공식

44) 통일계획, 통일투자, 통일설계, 통일시공, 통일분배, 통일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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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에 따라 배급순서를 결정하였다. 주택은 복지재로서 국가가 전적으로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극단적으로 낮은 임대료가 책정되었으며,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
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전도구의 하나로서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79년 베이징의 주택 임대료는 1㎡당 0.12元에 불과해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고사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공산당이 주택의 국공유화를 선택한 이유는 주택소유의 불평등을 이념적으로 받아들
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생산부문의 투자억제를 통한 중화학
공업의 우선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기도 하였다. 따라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대규
모 공단건설 등에 돌려지고, 비생산재로 분류된 주택부문에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다. 주택건설투자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국 초기 10% 대를
유지하였지만, 사회주의 개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문화대혁명기에 가
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1970년의 주택투자 비중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2.6%에 불과하였으며, 개혁이 시작된 1978년에서야 다시 급증하여
2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표 Ⅲ-1> 고정자산 건설 투자 중 주택투자 비중 변화추이
(단위 : 억元, %)

연도

고정자산투자

주택투자

주택투자/고정자산투자

1950

11.34

1.25

11.0

1955

93.02

6.16

6.6

1960

384.07

15.70

4.1

1965

170.89

9.43

5.5

1970

294.99

7.62

2.6

1975

391.86

22.94

5.9

1980

558.89

111.66

20.0

자료 : 중국통계연감 각 년호, 임반석(2003)에서 재인용

여기에 더해 신중국 수립 후 지속된 노선 갈등과 그에 따른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기의 주택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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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개혁개방 이전까지 도시 주택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1985년 발표된 <제1차 성진지역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대상인 3,977만 가구 중 26.5%에 해당하는 약 1,054만 가구가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주거곤란가구(住房困难户)에 해당하였으며45), 주거곤란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주
택의 기반시설은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독립된 화장실을 가진 경우는 24.2%
에 불과했으며, 독립된 상수도 시설을 갖춘 가구는 57.4%, 독립된 부엌을 갖춘 경우
는 62.6%에 불과했다. 또한 주택의 공급이 만성적인 부족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주택 배급기준에서 순위가 낮은 주민들의 경우 적절한 주택을 공급받지 못해 여러 가
구가 한 주택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였다.

2) 사회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시스템의 전환
(1) 토지 유상사용권의 도입과 토지시장의 성립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도시 지역 토지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무상으로 행
정적 절차를 통해 배분하였다. 이 때 토지의 수요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
행위의 주체였던 정부와 국영기업, 각종 단위가 되는데, 수요자는 도시 토지이용총체
계획에 기초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
였다. 이들 집단은 모두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결국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되어
토지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토지의 사용주체만 일시적으로 변경될 뿐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사용 방식에서는
지대나 지가법칙 같은 경제원칙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
성은 낮을 수 밖에 없었으며, 필요 이상의 토지사용계획을 제출해 도시 중앙에 여분의

45) 유형별로는 거처가 없는 무주택가구가 1,279만 가구, 거처는 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3
대가 한 방에 거주, 12세 이상의 자녀가 한 방을 사용, 12세 이상의 성별이 다른 자녀가 같은
방을 쓰는 경우, 두 가구가 한 방을 쓰는 경우)가 416만 가구, 1인당 거주면적이 4㎡ 이하의 협
소한 가구(拥挤户)가 511만 가구가 해당한다(林晨, 田学祥 编, 1988, 《走向住房商品化》, 农村
读物出版社, p.259; 임길진·이만형, 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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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확보하고 방치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46).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외국자본의 진출과 사영(私营)기업의
성장에 따라 경제주체가 다변화되는데, 새롭게 등장한 외국기업과 사영기업의 경우는
기존 경제주체인 국영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업의 이익이 국가 및 전체 인민의 이익과
는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소유인 도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토지사용료의 징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제도적 절차를
완비한 곳이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션전
(深圳)이였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박인성·조성찬, 2011).
토지 유상사용권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 개최된 전국도시계획회의에서 도시
지역의 토지에 대해 사용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1982년부터
션전과 라오닝성의 푸순(抚顺)에서 최초로 토지사용료의 징수가 최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앙의 암묵적 동의하에 지
방정부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본격적으로 제도
화 된 것은 1987년 국무원 특구사무실이 <특정지역 토지의 유상양도 시행에 관한 건
의>(关于择若干点实行土地有偿转让的建议)를 통해 상하이, 텐진, 광저우, 션전을 시
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에 대응해 션전에서 시범적으로 경제특구 내 일부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경매, 협의, 입찰 등의 방식으로 외국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체에 유상
판매 하였다47). 이후 1988~1990년에 걸쳐 헌법에 규정된 토지임대 불가조항을 ‘법
률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법률체계 내에서의 충
돌을 해소하였으며, <토지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유상사용제도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1990년 개최된 중공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토지사용제도 개혁을 경제체
제 개혁의 주요 과제로 결정하였고, 국무원은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와 전매 임시

46) 임반석(2003)은 이 시기 토지이용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한다. 첫째 토지국유제는 법률적으
로만 의미가 있을 뿐 사실상 사용권을 획득한 단위의 소유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수입
원의 상실을 초래하였다는 점, 둘째 토지 사용자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대가 기업 경영에 따른 수익에 포함되는
형태가 되면서 기업의 예산통제와 공정 경쟁, 기업개혁 등이 어려워진 점, 넷째 사용권이나 토지
일부가 암시장에서 재임대되는 지하토지시장이 형성되었던 점, 다섯째 토지 사용료 징수가 힘들
어 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재원이 부족해진 점 등이다.
47) 첫 번째 토지 유상양도 사례는 션전시가 션전공업무역센터가 직원숙소 건설을 위해 신청한 5,321
㎡ 규모의 토지에 대해 ㎡당 200元에 해당하는 106.4만元에 50년의 사용기한으로 양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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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와 ‘외국기업의 토지개발경영 임시관리
시행법’(外商投资成片开发经营土地暂行管理辩法)을 공포하여 토지 유상양도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토지사용권의 판매와 양도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다(임반석, 2003).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률상 토지소유권 내의 사용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토
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법률체계 내에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소유권 규정이 아닌 용익물권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지사용권은 도시토지의 사용권으로
용익물권 중 건설용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국가 소유인 도시 토지와 달
리 토지의 소유권이 농촌 집체단위에 있으며, 토지 경작을 위해서는 용익물권 중 도급
경영권을 필요로 한다. 용익물권 내에는 건설용지사용권과는 별도로 택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공유화
이전 기존주택의 사용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다(한삼인·김상명, 2007; 김상찬, 2007)
중국 도시토지의 토지사용권 취득방식은 가장 크게 사용권행정배정(土地使用权划
拨)과 사용권출양(土地使用权出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행정배정은 현
(县)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사용 신청에 대해 법률에 따라 무상 혹은 이주보상비 등
소정의 비용만을 받고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토지사용권 제도의 도입 이전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통용되던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군사용지, 도시기반시설용
지, 공익사업용지 등 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한에서만 허용된다. 이
때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무기한의 사용기한을 가지는 반면 재양도, 임대, 저당 등의
행위는 제한된다. 이에 비해 사용권출양은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
가를 납부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권한을 획득하는 것으로, 외자기업이나 사영기업,
개인 등이 도시용지의 사용권을 획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출양방식의 토지사
용권은 토지사용권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게 되는데 토지사용권 시장은 크게 1급,
2급, 3급 토지사용권 시장으로 구분된다. 1급 토지사용권 시장은 국유토지의 시장진입
을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협의, 입찰,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토지수요자에게 양도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오직 국가만이 시장의 공급자가 될 수 있
는 일종의 독점시장이다. 2급 토지사용권 시장은 국유토지사용권의 재양도 시장으로,
1급 토지사용권 시장에서 사용권을 획득한 토지개발기업이 개발행위를 한 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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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대량의 토지사용자가 서로 토지사용권을 재양도하는 시
장을 말한다. 3급 토지사용권 시장은 2급 토지시장에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기업과
개인 간에 토지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토지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토지 재양도,
임대, 저당, 교환 등의 거래활동이 개방된 시장이다(임반석, 2003; 주중한국대사관,
2009; 박인성·조성찬, 2011).
토지사용권 시장을 통해 획득한 토지사용권은 출양 당시 그 사용기한이 설정된다.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주거용지의 경우 최장 70년까
지 가능하며, 상업용지는 최장 40년, 공업용지는 최장 50년의 사용기한이 부여된다.

<표 Ⅲ-2> 토지용도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최대 사용기간
토지용도

최대 사용기간(년)

주거용지

70

공업용지

50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용지

50

상업·관광·오락용지

40

종합 또는 기타

50

출처: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 12조

(2) 주택제도 개혁과 주택상품화
문화대혁명 시기 동안 급진적 정치이념에 따라 주택문제가 소홀히 취급되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에는 도시 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이 6.7㎡에 불과할 정도로 주
택상황이 열악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공
공이 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도시 주택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 하의
중국 주택시스템에 있어 이러한 절대적인 주택 수준의 열악함 이외에도 또한 소속 단
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분배로 인한 주거 불평등 역시 기존의 주택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가중시켰다(Zou, 2014).
이에 따라 중국의 주택제도 역시 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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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주택제도의 변화는 크게 주택의 실물분배 금지와 상
품화 조치가 이루어진 1998년을 기점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1978년부터 1998
년까지는 주택의 실물분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주택시장의 도입을 모색하는 혼합분배
기로 볼 수 있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주택의 직접 제공 대신 임금과 주택적립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화폐분배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혼합분배 시기(1978년~1998년)
도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 덩샤오핑이 “주
택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주택건설과 분배에 관련된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도시
주민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스스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새로 건축하는 주택 뿐 아니
라 기존 주택도 판매할 수 있다”48)라고 지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전까
지 비생산적 소비재로 취급되던 주택은 이후 생산성과 상품성이 강조되면서 물질적 동
기부여라는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주
택부문도 국민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주택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었으며, 국가에 의한 주택부문에의 투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 된 이후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6차 5개년
계획>(6·5 계획, 1981~1985년)에서는 중앙, 지방,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포함
한 각 경제단위가 계획적으로 주택 건설에 참여해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도시주택
부문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6·5계획 기간 동안 주택 건설이 증가
하여 도시주민의 1인당 거주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이어진 7·5계획
(1986~1990년)에서는 건설 목표를 6·5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은 6.5억㎡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도시주택의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임길진·이만형, 1991; 张丽风，2013).
이 시기에는 크게 단위와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 공공주택의 매각,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택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의 국가 자원 투
입을 통한 주택건설 방식에서 주택의 공급과 소유 측면에서의 다원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30여 년 간 악화일로에 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측면에서 접
근한 것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기존 공공주택의 매각으로, 1979년 류저
우(柳州)를 시작으로 1980년에는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공주택의 매각이 실시되었
48) 鄧小平, 1980년 4월 2일 <건설업과 주택문제에 관한 담화(关于建筑业和住宅问题的谈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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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주택의 판매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
지만, 일반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내거나 구매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1982년부터는 판
매가격을 30~60% 정도 인하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낮은 판매
가격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유실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전현택, 2001).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통해 그동안 유지보수비에도 미치
지 못하던 임대료 수준을 현실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택 구매 동기를
자극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주택개혁 조치는 1986년 옌타이(烟臺), 펑
부(蜂埠) 탕샨(唐山), 션양(渖阳)의 4개 도시를 시작으로, 1987년에는 충칭, 우한(武
汉), 란저우(兰州), 스자장(石家庄) 등 12개 도시, 그리고 1988년에는 베이징, 상하
이, 광저우 등 대부분의 도시로 확대되었다. 가장 먼저 임대료 개혁이 추진된 옌타이
의 경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직공 1인당 매월 1.09元이 부과되던 기존 임대료를 1
㎡ 당 1.28元으로 인상하였다. 당시 직공당 평균주택면적이 16.78㎡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무려 2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옌타이 시정부는 임금의 23% 정도
에 해당하는 금액49)을 임대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신규주택의 건설자금 역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러한 조치는 여러 계층의 반발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임대료의 산정이 면적 기준
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넓은 주택을 배정받아 생활하던 당간부 등 지도층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어 이들 계층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반해 신규
주택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주택제도 개혁을 지지하면서
계층간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국무원이 <도시지역의 주택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关于深化城
镇住房制度改革的决定, 국무원 제43호 문건)을 제정하는데, 이 조치의 핵심적인 내용
은 기존 국가와 단위에 부여되었던 주택공급의 의무를 국가, 단위, 개인 공동의 책임
으로 변경하여 주택문제에 있어 개인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주택부금 제도와 경제적
용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주택 관리를 전문적인 조직이나 거주자가 담당하도록 하
49) 이 기준은 주택개혁 이후 주택 임대료의 평균인상분을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주택면적을 기
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주택개혁 이후 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동일한 수준
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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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위의 부담을 축소시킨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의 다양화와 주
택시장 형성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임길진·이만형, 1991; Lee, 2000).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이 시기는 주택공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시적인 결과
를 얻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가 건설한 주택을 단위가 배분하던 방식에서, 단위가
자체 예산으로 직접 주택을 건설 또는 구매하여 분배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시장을 주
도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도로 본격적인 상품
주택의 개발과 공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애초 목표로 했던 주택시장의 개혁에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주택공급량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공유주택의 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초기
주택의 공급을 주도했던 단위가 기존 구성원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신축 상품주택을 구
입해 단위 구성원들에게 공유주택 형식으로 분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
전현택(2001)은 몇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주택의 소유권 정립에 불가
결한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 사용기한의 만료 이후 조치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으며, 주택이 제품의 내구성이 길고, 고가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위
분배 주택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인건비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주택 구매력을 갖출 수
도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 주택제도 개혁은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혁신적이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가로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전현택, 2001; 이중희,
2004; 满燕云, 2012).

- 78 -

<표 Ⅲ-3> 혼합분배 시기의 주요 정책 및 내용
연도

중요 정책문건

내

용

상업화 개혁시험기(1978~1993년)
1978
~1987
1988

1991

1993

공공주택, 특히 단위주택 확대의 중요시기. 복지주택의 공
다수

급 다양화를 목표로 사적재산권의 복원과 주택비용의 개인
분담 장려 등 특정도시에서 도시주택의 시험실시.

국무원 제11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주택상품화를 목표로 한

문건

정책이 시범실시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전환점.

국무원 제73호
문건
국무원 문건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주택 투자 확대를 목표. 특히 공적 영
역에서의 임대료 개혁에 가장 초점을 맞추면서 공공주택의
판매, 주택 건설 확대 등을 장려.
1991년 전략을 수정. 임대료 개혁보다 공공주택의 판매를 우
선에 둠, 이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저가로 판매됨.

주택시장 도입 전환기(1994~1998년)
도시주택시장의 형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춤. 주택의 투자,
1994

국무원 제43호

관리, 배분정책을 변화시키고, 중·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

문건

회주택과 고소득 계층을 위한 상품주택의 투트랙 주택 공
급전략 체계를 확립.

출처: 满燕云(2012), p.20; Chen et al.(2014) p.53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② 화폐분배 시기(1998년 7월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
가임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공산당 지도체제에 있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
겨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던 가운데, 1997년 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로 중국 역시 투
자유치와 경제 성장에 있어 곤경에 처하게 되면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이끌 산업분야로
부동산업이 급격히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제도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개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满燕云, 2012; Chen et al., 2014).
1998년 3월 새로 총리로 취임한 주룽지(朱镕基)는 제9차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우
리는 반드시 현재 시행중인 주택실물 분배제도를 화폐로 분배하는 방식 혹은 주택을

- 79 -

상품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바꾸어서 인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구입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국무원의 <도시주택제도개혁의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
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建设的通知, 국무원 제23
호 문건)를 통해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여기에는 1998년
하반기부터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실물분배를 중단하고 주택공적금 제도를 전면
적으로 추진하며, 중·저소득계층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 매매시장을 확대·규범화하고, 상업은행에 의한 주택금융수단을 발전시킨다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택제도의 개혁에 있어 과도기적 단계에서 본격적인
주택상품화 단계로 들어서는 본질적인 수준의 변화이며,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
의 주택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택시스템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전현택, 2001; 임반석, 2003).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그간 지지부진하던 개인의 주택구매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위를 통한 주택의 분배가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졌고, 주택시장의 미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선뜻 고가의 주택구매에 나서기를 망설
이던 개인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규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구매 주
체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품주택 판매면적에서
40% 정도에 그치던 개인구매 비율은 불과 1년 사이인 1999년에는 60%까지 높아져
가장 중요한 구매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표 Ⅲ-4> 상품주택 판매 변화 추이
1993

1996

1997

1998

1999

2000

상품주택 판매면적

172.94

188.13

241.91

376.84

484.71

898.22

개인구매 면적

11.06

66.52

98.7

151.61

296.76

772.71

개인구매 비율

6.4%

35.4%

40.8%

40.2%

61.2%

86.0%

출처 : 베이징부동산연감(1999), 전현택(2001)에서 재인용

하지만 1998년 정책이 시행 초기부터 곧바로 정착이 된 것은 아니다. 정책발표 이
후에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실물공급 금지의 최종기한이 연
기되었으며, 여러 반발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애초의 실물주택
제공 전면금지에서 일부 단위의 경우 이후에도 주택의 직접 건설과 실물 공급을 허용
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기도 하였다50). 2000년까지도 전체 도시의 30% 정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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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실물분배가 완전히 금지된 반면, 40%는 여전히 정책이 추진 중에 있었으며,
나머지 30%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Di et al.,
2009). 또한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택시
장의 관리와 주택정책에 있어 몇 차례의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는데, 이에 따라 주택정
책에 있어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정책적 우선순위 여부와 주요 주택공급체계의 구
조가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보장성주택 체계의 공급체계 전환과정을
통해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표 Ⅲ-5> 화폐분배 시기의 주요 정책 및 내용
연도

중요 정책문건

내

용

주택시장 형성기(1998~2003년)
1998

국무원 제23호
문건

주택의 실물제공 금지. 신규 노동자와 핵심노동력을 위한
주택보조금 도입. 경제적용주택을 주요 형태로 하는 다양
한 주택 공급 체계 조성,

상품주택 강조기(2003~2006년)
2003

국무원 제18호
문건

보장성주택 중심의 정책을 변경해 보통상품주택이라고 부
르는 극단적인 시장체계를 장려하여 도시 인구의 대다수가
시장에 의존하게 함.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주택의 지불가능성 문제 출현. 주

2005
~2006

다수

택문제가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의 원인으로 대두.
정책은 주로 세금과 토지, 계획정책을 통해 도시주택가격
의 안정화에 초점을 둠

주택공급 체계의 다양화 시기(2007년 이후)
2007
2008
~2009
2011

국무원 제24호
문건
다수

극단적인 시장 접근을 수정. 사회주택 공급 필요성의 재강
조. 염가임대주택을 보장성주택 정책의 우선순위에 둠
2011년까지 주거빈곤 상태의 도시가구 747만호의 주택문제
해결. 계획 달성을 위해 성별로 연간 목표치 설정.

국무원판공실

2015년까지 공공주택 거주비율을 전체 가구의 20%까지 높

제45호 문건

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출처: 满燕云(2012), p.20; Chen et al.(2014) p.53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50) 국영기업의 경우 손실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건설이
가능한 공지(vacant land)를 보유하고 있는 때에 한해 직접적인 주택 건설과 분배가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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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이원적 주택시스템
1) 시장모델의 도입과 보완수단으로서 보장성주택
1980년대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상품주택 시장은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와 화
폐화 조치를 발표했던 1998년 국무원 통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상품주택 시장에 참여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경
제적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을 기본으로 한 보장성주택제도 역시 처음으로 구축되면서
1978년 이후 과도기 단계를 거치고 있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그 형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본격화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정책은 크게 “低端有保障, 中端有政策, 高端有控制”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중소득에게는 적
절한 주택정책을, 고소득 계층에게는 적절한 규제와 조절을 취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주택 공급 유형은 크게 상품주택(商品住房)과 보장성주택(保障住房)으로 구
분된다는 점에서 양륜제(兩轮制)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품주택은 말 그대로 일
반 상품과 같이 시장을 통해 공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 형태로, 우리나라를 비롯
한 다른 국가들에서 주택시장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공급 유형
과 동일하다. 상품주택은 부동산 개발주체가 토지사용권 시장을 통해 개발용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구매한 후 주택시장을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며,
판매가격에 제한이 없다. 상품주택의 구매자 역시 구매 후 매매와 임대 등의 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보장성주택은 상품주택의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가 직접적인 재원 투자 또는 관련 제도의 수립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공급 가
격과 임대료 수준 등의 일부 조건을 제한하는 복지성 주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서구
주택시스템에서 정부 당국이 직접 소유하거나 할당하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과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구매가능계층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저렴주택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보장성주택의 유형에는 염가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경제적
용주택 등이 있으며, 상품주택의 속성도 일부 가지고 있는 가격상한주택 역시 일반적
인 보장성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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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중국의 신규주택 공급체계
출처: 박인성·조성찬(2011), 김수한(2009)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2) 소득계층에 따른 단계별 주택 보장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보장 시스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소득 계층 간의
지불 능력을 만족시키는 단계별 주택 보장제도라는 점으로, 전 국민에게 이론적으로는
동등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제공하려고 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시스템과 그 목
표에서부터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최저소득 계
층은 염가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중·저소득 계층은 경제적용주택을, 중등소득계층은 가
격상한주택을 각각 구매하며 앞의 두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은 시장을
통해 중대형 일반상품주택을 구매하게 된다(유관남·심성훈, 2014). 따라서 각 유형의
보장성주택은 이 목표에 맞게 대상기준과 가격을 단계적으로 설정한다51).
51)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입목적은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사이에 해당하는 소외계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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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가임대주택
염가임대주택(廉租住房)은 도시 지역의 최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으로, 1998년
국무원 통지와 1999년 4월 건설부의 <도시염가임대주택관리방법(城镇廉租住房管理办
法)>을 통해 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식이 확립되었다. 전체 보장성주택체계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유형으로, 도시가구수입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
는 극빈층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구에서 도시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
하는 전형적인 공공주택과 동일한 형태로, Kemeny(1995)와 Harloe(1995)의 모델
에서 나타나는 빈곤계층을 위해 잔여적 의미의 특수 용도로 활용되는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다. 대상 계층에 대해서 주택의 무상 실물분배와 임대료 보조 등의 방식이 모두
이루어지며, 이 중 임대료 보조 방식이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실물분배의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정된 주
택의 판매 혹은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입주권의 전매 역시 금지되어 있다.

(2) 경제적용주택
경제적용주택(经济适用住房)은 1994년 국무원의 <도시지역의 주택제도 개혁 심화
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가장 먼저 도입된 보장성주택 유형으로, 중·저소득 계층52)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 형태이다. 경제적용주택에서 경제성이란 공급가
격이 중·저소득가구의 지불능력에 부합한다는 의미이고, 적합성은 주택 건축표준이 일
정한 수준의 실용성을 갖추고 있음을 말하는데53), 보장성주택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양주택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백승기, 2012; 佘宇, 2012).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동산 개발주체에게 행정배정 방식으로 무

의 해소에 있었지만 실제 기준은 모든 보장성주택의 대상범위를 아우를 수 있게 폭넓게 설정되
어 있다.
52) 중국 국가통계국은 도시가구의 소득수준을 최저소득(10%), 저소득(10%), 중저소득(20%), 중간
소득(20%), 중고소득(20%), 고소득(10%), 최고소득(10%)의 7단계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경제적용주택의 목표계층은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한다(김수한, 2009).
53) 경제적용주택을 영문으로는 보통 Economic and Comfortable Housing으로 표기하는데, 이것
이 성격을 보다 간명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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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각종 행정비용 역시 감면해 주는 대신, 개발기업의 판매이윤
역시 제한해 일반상품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의 가장 공급이 활발하였던 2000년의 경우 경제적용주택의 ㎡당
평균 판매가격은 1,202元으로 일반상품주택의 ㎡당 평균 판매가격인 1,948元의 60%
남짓한 수준으로 공급되었다. 판매가격은 도시 정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공표가 되며,
공표된 가격 이외의 인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표 Ⅲ-6> 경제적용주택의 판매가격 추이
연도

경제적용주택
평균

전체주택
평균

비율

연도

경제적용주택
평균

전체주택
평균

비율

1997

1,097

1,790

61.3

2003

1,380

2,197

62.8

1998

1,035

1,854

55.8

2004

1,482

2,608

56.8

1999

1,093

1,857

58.9

2005

1,665.2

2,937

6.4

2000

1,202

1,948

61.7

2006

1,728.8

3,119.3

55.4

2001

1,240

2,017

61.5

2007

1,754.2

3,645.2

48.1

2002

1,283

2,092

61.3

2008

1,929.0

3,576.0

53.9

출처: 张祚(2012), p.180

경제적용주택 제도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 토지국유제의 재산권 제도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경제적용주택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 정부
의 행정적, 간접적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이 토지
사용권 판매 수익이란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용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행
정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용주택은 구매자 역시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일반 상품주택에 비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구매자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 당시 감면받은 토지사용료 등 제
반 비용을 지방정부에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 제한기간은 제도 도입 초기
에는 1년이었지만, 2007년 <경제적용주택관리방법(经济适用住房管理办法)>이 개정
되면서 현재는 5년으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내에 구매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판매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역 보장성주택 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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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가격으로 정부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다른 구매자나 담당기관에 판매해야만 한다
(김수한, 2009; Wang and Murie, 2011).
경제적용주택의 제도 운용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으로 허술한 규제 장치로 인해 면적이 대형화되면서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최초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목표계층
인 중·저소득 계층보다 상위의 중상소득 계층에게 주로 혜택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점
이다54). 또 다른 문제점으로 경제적용주택은 퇴출기제와 순환기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못하
는 경제적용주택의 장기 순환주기는 수혜대상의 경제적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
기 때문에 대상자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부여
된다. 더욱이 경제적용주택은 상품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상품주
택 시장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거나 적절한 계획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품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张齐武·徐燕雯, 2010; Zou, 2014).

(3)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住房)은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을 기초로 발전한 정책
적 복지주택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건축기준과 공급대상, 임대료 수준 등
을 제한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2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관리방법(公共租赁住房管
理办法)> 제2조에서는 ‘건설표준과 임대료 수준을 제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
중등소득의 주택곤란가구와 신규취업한 무주택자,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외
래호구에게 임대하는 보장성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陈小君·戴威, 2012).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업과 단위, 집체 등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 및 소유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게 일정기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 공공임
대주택은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장성주택 제도 전체에서 그 중요성이 점
차 높아져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보장성주택 유형으로 부
상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의 보장성주택들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보장
성주택들이 해당 지역의 호구를 가진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에 비해, 타 지역
54) 이 때문에 2007년부터는 목표 계층을 저소득층 이하로 재설정하고 공급 면적 역시 60㎡ 이하
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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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를 가진 이주민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Chen et al., 2014).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임대기간은 5
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자격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다. 정책의 대
상계층은 염가임대주택의 조건에도 부합하지는 않으면서 경제적용주택의 구매력도 갖
추지 못한 차상위계층과 신규 취업자 및 대학 졸업생, 도시에 장기 거주중인 외래 노
동자 등이 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지 않았
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시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으
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수혜대상과 평가기준은 도시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표 Ⅲ
-7 참고>. 각 지방정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임대주택의 수
혜 대상의 선정에 있어 고학력자와 숙련공 등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특정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도 있다55).
<표 Ⅲ-7> 주요도시별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도시

연간소득(천元)

자산(천元)

상하이

제한없음

제한없음

1인당
거주면적
15㎡

호구 및 기타조건
거주허가를 얻은 자(외지호구
가능), 도시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자

1인가구 ≤ 24

충칭

2인가구 ≤ 36
3인이상 가구

도시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제한없음

13㎡

≤ 1인당 18

광저우
션전

가진 18세 이상의 주택
미보유자, 대학원 신입생,
이주자

1인당 가처분소득 70 이하
가구전체 가처분소득 140 이하

제한없음

15㎡

광저우 호구 소유자, 3년 이상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외지인

최근 2년간 도시 저소득층
기준 이하

별도기준

주택

션전 호구를 가지고 도시

적용

미소유자

내에 거주하는 자

출처: Chen et al. (2014) p.543

55) 베이징의 경우 인재공공임대주택(人才公共租赁住房)라는 이름으로 중관촌 기술구의 인재들을 위
한 2011년부터 3년간 1.6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자격은 중관촌 지역에 있는 기업의 직원으로 대학 졸업 이상, 고급기술자격
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중에서도 국가 인재계획이나 해외 유학,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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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상한주택(限价商品房)
가격상한주택이란(限价商品住房)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성 상품주택으로,
정부가 주택면적과 상품가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양한주택(两限房)이라고도 부른다. 토
지사용권을 판매할 때 경쟁방식으로 건설단위를 모집하고 정해진 표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2004년 닝보시에서 처음으로 시
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 국무원이 처음으로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같은
해부터 베이징과, 광저우, 상해, 난징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였다.
주요 정책대상은 경제적용주택의 구매 자격에 부합하지 않지만, 상품주택을 구매할 능
력을 갖추지도 못한 중등소득계층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자격 조건이 일부 고소득 계
층을 포함하기도 한다. 광저우의 경우 가격상한주택의 자격대상이 2인 가족일 경우 연
수입 20만元에 달한다. 가격상한주택의 가격은 토지 출양 전에 도시의 1급 국토자원관
리부문 등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주변의 일반상품주택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시들이 건축면적 제한을 90㎡ 이하로 하지
만 하이난과 같은 지역은 120㎡ 까지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张占斌 等, 2013).

3) 보장성주택 제도 운영의 체계화와 규범화56)
(1) 주택유형에 따른 건설방식의 차별화
신규 보장성주택의 공급은 크게 신규건설(新建), 구매(收购), 장기임대(长期租赁) 등
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매 방식은 지정기구를 통해 주로 기존 다른 유형의 보장
성주택이나 일반 상품주택을 매입해 보장성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매나 장기임대
의 방식은 주로 염가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형 보장성주택에 활용이 가능하며,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 등 분양형 보장성주택은 대부분 신규건설을 통해 공급된
다. 다양한 공급방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보장성주택은 신규건설을 통해 공급

56) 보장성주택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각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베이징의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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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는 대규모 물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도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도 정책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주택의 신규건설방식은 독립
단지건설(集中建设) 방식과 상품주택 건축시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공동건설(配建) 방
식이 있는데 공급의 수월성과 소득계층 혼합 등의 측면에서 점차 공동건설 방식이 장
려되고 있다. 공동건설 방식의 경우 지방정부의 계획위원회(规划委)나 국토국(市国土
局) 등 해당 주관부서가 상품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판매할 때, 토지사용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대신 동시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경쟁시키거나 사
전에 보장성주택의 건설비율을 결정해 입찰공고를 하는 것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때로는 건설사업에 정부가 직접 출자하여 보장성주택을 일정 부분
포함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임대주택+가격상한주택>과 같이 여러 보장
성주택 유형을 공동건설하거나 둘 이상의 보장성주택 유형과 상품주택을 공동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건설을 통해 공급되는 보장성주택의 경우 같이 건축되는 상품주택과
는 별도로 판매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운영관리 기구가 필요한 임대형 주택의
경우 준공 후 개발기업이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기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재매입 하기도 한다(岳静宜 等, 2015).
토지 공급의 측면에서는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의 경우 행정배정 방식을 통해
토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가격상한주택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출
양 방식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행정배정 방식과 출양 방식이 모두 활
용될 수 있지만, 기존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출양 방식을 통해
공급되며, 정부기구 또는 정부의 비준을 받은 기구가 건설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를 연
납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보장성주택의 개발과 건설에는 건설 및 운
영상 발생하는 행정사업성 경비와 정부기금 등을 면제해 주고, 기초기반시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 정부 관리 하에 통합된 대상자 선정절차
베이징의 경우 2013년 4월 발표된 <보장성주택의 신청, 심사, 분배정책의 진일보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57)에 따라 이후 추진되는 모든 공개분배 형태의 보장성주택
57) <关于进一步完善我市保障性住房申请、审核、分配政策有关问题的通知>(2013년 京建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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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및 심사, 분
배 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통일되었다. 이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자격심사를 통과해 보장성주택의 대상
자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형 공공주택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유형
의 보장성주택의 대상자 모집공고에 맞춰 신청 후 해당 자격기준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밟게 된다. 자격심사의 신청은 베이징시 호구를 가진 경우 호적 소재지의 가도판사처
(교외 지역의 경우 향진정부)58)에, 타 지역 호구를 가진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의 가
도판사처에 접수한다.
대상자의 자격 심사는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우선 접수를 받은 기관은 신청
가구의 수입과 자산규모 등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1차 심사하여 대상자를 구현
의 주택보장업무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구현의 관리부서는 이를 다시 한 번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를 시건위에 보고한다. 시건위는 최종적으로 자격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구현 관리부서는 다시 이를 바탕으로 구현별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대기번호를 부여한다.
정부 소속기구와 부동산개발기업이 공급하는 보장성주택은 공개적으로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보장성주택의 공급기관은 최소 60일 이전에 운영 및 관
리방안, 위치, 수량, 형태, 가격(기준 분양가 또는 임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구
체적인 입주조건을 구현 정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모집 공고가 난 주택의 구매
의향이 있는 가구는 지정된 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가구를 대상
으로 구현 관리부서는 우선권을 고려하여 주택선택 순서를 공개적으로 선정(摇号)해
발표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배정 수량의 1.2배 이내에서 해당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며, 보장성주택 건설과 중점건설사업에 따른 철거민과 60세 이상의 노인
이 있는 가구, 중증질환자, 퇴역군인 등의 주택 곤란가구, 그리고 자격 조건을 갖추고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에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3년 이상 주택을 구매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후 지정된 일시에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공개 방식으로 주택을 선택(选房)하고, 이후 개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정해진
일자에 주택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
한 구매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구매 포기는 2회까지는 다른 보장성주택의 주택의 신
58)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는 중국 도시지역의 최하급 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동사무소에 해당한
다. 향진(乡镇)정부는 교외와 농촌지역의 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읍사무소(镇)와 면사무소(乡)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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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다시 참여가 가능하지만 2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임대형 공공주택의 경우 시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은 시 전체를 통합해 대상자
를 선정하는 반면, 구현 정부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소재지
의 구현 내에서 자격을 획득한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은 타 지역 가구에
게 제공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에 여전히 부합할 경우에 한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현 주택보장관리부문에 신청하여 다시 자격을 심사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양형 공공주택의 경우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은 주택 등기시 각각의 주택
유형을 등기증서에 표기하며, 구매 후 5년간은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제한된 재산
권을 가진다. 5년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호구 소재지의 구
현 관리부문에 재구매(回购)를 신청해 정부가 지정한 정부기관에 매매를 해야 한다.
5년 이후에는 시장을 통해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정부가 선매권을 가지게
된다. 시장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반상품주택과 동일한 조건(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가격과 원 구매가격 차이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며, 계속 거주를 하
는 경우에도 이 차액을 납부하고 일반 상품주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경
제적용주택의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원 구매가격의 차액의 70%를, 가격상한주택은 차
액의 35%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2008년 4월 이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제적
용주택의 경우에는 차액이 아닌 판매가격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판매가격이
국토주택관리국(国土房管局)이 공표하는 표준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표준거래가
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만약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허위나 편법을 통해 보장성주택을 배정받을 경
우 퇴거조치와 동시에 5년 내 재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동안 받았던 보조금 혜택의 2배를,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지역의 일반
상품주택과의 차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의로 용도변경,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을 회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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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주택공급체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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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과 자본주의 주택문제의 출현
1) 자본주의 주택시스템과 주택문제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의 유형에는 주택공급의 불균형적 배분, 불량주택
의 상존,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구매능력, 주거지분리와 차별, 주택금융 및 주택보조
금 수혜대상, 지역주택시장과 불공정거래, 특수집단의 문제, 도시빈민과 사회주택, 불량
촌 재개발 등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하성규, 2010).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잉여가치 생산을 목
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며,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unearned income) 추구가 가능한 경제적 재화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노동력 재생산에 필수적인 소비항목이라는
대립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필수재가 아니라
자산 및 투자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거권을 인간이 당위적으로 누
려야 하는 자유권이라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마저도 신자유주의의 확대에 따라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
주의 주택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높은 주거비용과 주택소비의 불평등은 주택을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빈부격차의 확대에 기여하면서 자본주의 국가
에서 도시 불평등, 계층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주택시스템을 모순적 사회체제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모순에 뿌리박고 있는 계급갈
등의 장으로 이해하면서 자본주의 주택문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마르크스주
의 주택연구의 관점에서는 주택시스템이 사회관계를 공간적으로 재생산해 내면서 가시
적으로 드러나는 점유형태와 주거지 분화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다(Bassett and
Short, 1980). 이를 종합할 때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택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바로 ‘주거공간의 상품화’와 ‘배타적 사유화’, ‘주택의 계급적 소비’로 볼 수 있다.

2) 중국의 도시 주택문제와 주택소비의 계층화
여기에서는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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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주택문제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것은 농민공과 성중촌 문제, 팡누와
협십층, 폐쇄적 공동체의 출현의 3가지 현상으로, 각각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주거
소외계층, 일반적인 중간계층, 고소득층에 각각 대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주택문제의 양상이 사회계층화, 계급화되어 나타나며, 주택의 배분유형이 사
회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 즉 주택의 소유관계와 소비 자체에 있어 주택계급
(housing class)화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는 이론적으로 나
타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도시주택문제의 양상이 자본주의 주택문제화 되
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도시지역에서도 최
근 들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주택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주택
문제의 양상은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택문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 농민공과 성중촌
농민공은 개혁개방 이후 농업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을 떠나 노동력 수요가
높은 연해 도시지역에 비공식적으로 거주하며 비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일종의 국내 불
법취업자로, 농민공 문제는 중국 도시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문제 중 하
나이다. 농민공 중 경제적 상위계층은 합법적으로 호구를 획득하는 것을 통해 주류사
회에 편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호구에 기초한 ‘제도적 배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
서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도시 내에서 주변화 되는 경우가 많다(이민자,
2007b).
성중촌(城中村)은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
입되었지만, 기존의 농민들이 여전히 원래 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로 급
격한 도시화를 경험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내부나 근교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독립적인 이원체제를
유지하였는데, 도시와 농촌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의 제도들이 적용된다(Song et al.,
2008). 이로 인해 성중촌은 사회조직과 관리 문제, 경제구조와 정부체제 문제 등 농
촌이 도시로 변화하는 복잡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도시도 농촌도 아닌 장소적 특이
성을 가지게 된다(Li, 2001; 김혜진, 2015).
농민공들은 공식적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시 주변에서 집단적 주거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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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성중촌이 집단적 주거지
로 이용되기도 한다. 2006년 기준으로 광저우에만 139개의 성중촌이 있어 여기에 광
저우 전체 농민공의 80% 가량이 거주하였으며, 베이징에도 800개가 넘는 성중촌이
남아있었다(Zheng et al., 2009). 하지만 성중촌은 도시계획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
에 성중촌 건물들은 대부분 촌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은 것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
은 불법건물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
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즉 일종의 비공식 집단의 비공식적, 비제도적 집단거주지
로 성중촌이 하나의 사회공간이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Tang and
Chung, 2002). 농민공들이 성중촌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성중촌은 기존에 단순히
도시와 농촌의 중간 형태를 의미하던 곳에서, 과밀한 혼합 용도의 저소득층 주거 단지
로서 공간적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기본적인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 뿐
만 아니라 계층별 주거지의 분리라는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2) ‘팡누’와 협심층
팡누(房奴, 방노)와 협심층은 주택상품화 조치와 시장기능의 도입 이후 중국이 경험
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산계층의 주택문제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팡누란
말 그대로 ‘집의 노예’란 뜻으로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의 중국식 표현이다. 2006
년 가장 유행했던 신조어 중 하나로 2007년 교육부가 발표한 171개 신조어 중 하나
로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보통 가처분소득의 40~50%를 주택자금 대출의 상환에
쓰는 경우를 말한다59).
마찬가지로 협심층(夹心层)은 양 제도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계층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샌드위치 계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주택문제에 있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협심층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는데, 크게는 염가임대주택 수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경
제적용주택의 구매능력도 갖추지 못한 계층(内夹)과 경제적용주택의 수혜조건에는 부
합하지 않으면서 일반상품주택의 구매력은 없는 계층(外夹)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농민공과는 달리 이미 정규 주택시장에 진입하였거나(팡누) 진입가능

59) 출처 : 百度백과사전(http://baike.baidu.com/subview/41339/929268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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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진(협심층)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절대적인 주거 빈곤의 의미보다는 21
세기 들어 나타난 중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서 기인한 주택가격과 구매력이라는
주택 시장의 요소에 더 많이 관여되어 있다. 중국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조
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소득증가 수준을 넘어서는 1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
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서 그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수요자계층 상당수가 주택구매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Ⅲ-8> 주요 지역별 상품주택가격 연간상승률

(단위 : %)

지 역

2005~2007

2008~2010

2011~2012(4월)

베이징

31.7

23.3

-12.5

상하이

12.6

16.2

-4.9

충 칭

15.5

15.9

15.6

허베이성

18.3

14.1

20.9

저장성

23.1

19.9

7.2

광둥성

19.2

13.6

8.9

샨동성

12.5

11.6

20.8

출처: Barth et al.(2012), p.23

(3) 교외 별장과 폐쇄적 공동체
폐쇄적 공동체(gated community)란 담장이나 출입문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영역화된 주거단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특정 집단이나 활동에 의해 지역적으
로 구분되는 배타적 거주지(urban enclave)의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로 지목된다
(남영우, 2005; Pow, 2009). 도시지리학의 이론적 논의에서 배타적 거주지는 사회집
단간의 경계를 생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도시 어메니티
(amenities)를 사유화함으로써 배제와 불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시 문제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데, 특히 사회적 자원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력을 지닌 상위 계
층이 형성한 고급 주거지역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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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sink et al., 2012). 폐쇄적 공동체는 양극화와 분절화로 정의되는 포스트모던
도시경관의 중요 구성요소이며, 글로벌화 되고 있는 도시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서구적 맥락에서는 보통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사회경제적 영향 하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질서 변화의 부정적 결과로 이해한다(Smith, 2002). 중국에서도 급
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주요 대도시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빌라 형태의 대단지
폐쇄적 공동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별장(別莊)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택형태는 접근
성과 주변 환경이 양호한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가시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전원적 환경을 추구하는 교외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지만, 상
당수는 고소득층의 주말 주택으로 이용되기도 한다60).
서구의 이론에서는 폐쇄적 공동체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공
영역에서의 후퇴(retreat from the public realm)’, 그리고 ‘집합적 소비’ 등의 요소
가 언급된다(Blakely and Snyder, 1997; Atkinson and Blandy, 2006). 하지만 중
국의 배타적 거주지 형성의 경우 사회적 배제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현대화된 생활양식
에 대한 동경과 사회적 지위의 노출이 더 큰 동인이 되며, 이것이 현대화와 문명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Wu, 2010). 배타적 거주지에 대한 집단 외부의 시선
역시 서구와 달리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급격한 배타적 거주지의
출현이 정부 차원에서 체제 전환기에 단위체제의 해체 이후 발생한 하부조직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장려한 측면과(Breitung, 2012; He,
2013), 사회주의 공유제라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지역개발의 재원 조달이라는 현실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지방의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에서 찾기도 한다
(Shen and Wu, 2012). 즉, 중국의 현상이 서구 도시의 현상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본주의 도시 주거공간의 상징적 경관과도 같으며 ‘공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보다는 ‘배제’와 ‘불평등’의 원리와 더 긴밀하게 엮
여있는 도시 경관이 계획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0)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상품주택의 개발이 본격화 된 2000~2007년에 건설된 전체 상품
주택의 80%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다(He, 2013).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담
장과 출입문의 존재 유무라는 물리적 형태만으로 구분한 것이며, 이를 모두 서구적 의미의 폐쇄
적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시장기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주택 자체가 구매력
을 가진 중상층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수는 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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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대도시 근교의 대규모 별장과 폐쇄적 공동체
주) 상하이 교외의 시산지구에 대규모로 조성된 별장 단지(上)와 상하이 송샨신도시 내의 고급
주거단지인 탬즈타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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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1978년 시장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주택시스템에 있어서도 그 성격과 양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은 소련과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단위에 의한 중앙계획적 생산과 공급, 그리
고 분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 주택은 복지재로서 국가가
전적으로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어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가 책정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주택공급
과 주택문제의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주택상황이 급격하게 열악해지는 문제 뿐만 아
니라 소속 단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분배로 인한 주거 불평등 문제까지 부
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택제도 역시 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
게 되는데, 1980년대부터 비생산적 소비재로 취급되던 주택에 대해 생산성과 상품성
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주택은 국민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
책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주택제도의 개혁은 단위와 개인의 주택건
설 허용, 공공주택의 매각,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추진
되었다. 개인의 주택건설 허용과 기존 공공주택의 매각에 따라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
한 상품주택 시장은 1998년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와 화폐화 조치를 기점으로 본격적
인 시장화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주택상품화 조치에 따라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의 이루어지던 주택 실물분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주택공적금 제도와
주택 매매시장의 확대, 주택금융수단의 발전 등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던 주택

시스템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제도와는 완
전히 다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그 형태를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주택시스템은 일반 상품과 같이 시장을 통해 공급과 거래
가 이루어지는 상품주택 시장이 주택공급의 중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상품주택 시장에
참여할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주택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다. 이 중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은 그 도입목
적에 맞게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등 서로 다른 소
득 계층 간의 지불 능력을 만족시키는 단계별 주택 보장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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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동등한 주거여건을 제공하려고 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시스템과
그 목표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주창하고 있고, 그 명칭에도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주택문제의 양상은
기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 발생하던 주택문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오히려 주택의 소유관계와 소비 자체에 있어 주택계급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주택문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본주의 주택문제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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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성격

본 장에서는 중국의 체제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주의 주택시스
템의 특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속성, 그리고 주택시스템의 분류 기준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해 현재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전체적 체계
나 사회주의적 주거권 보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 정책 모두에서 사회주의 주
택시스템에서 기인한 차별성을 상실한 채 사실상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모델로
편입되었고, 이러한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택문제의
양상 역시 자본주의화 되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다.

1. 시장의 전면적 도입
1) 보장성주택의 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상품주택 시장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부정하여 사회적 서비스는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회주
의 국가에서는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가 아니라 중앙의 계획경제 체제에 따라 국가
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고, 소유권 역시 국가와 그 대리기관이 대부분 가진다(하성
규, 2010). 따라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과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을 구분하는 가장 기
초이자 핵심은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서 교환가치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이다. 주택의 교환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은 거주의 장소이자 도구로서 주택의 본연
적인 기능 이외에 경제적 재화로서의 주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주택의
상품화와 주택시장의 태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주택의
입지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에 따라 시장을 통해 거래
가 이루어지는 주택상품 시장의 존재는 사회주의 주택시스템과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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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다. 상품주택 시장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
부의 규제와 개입의 정도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것에 반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는 상품시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61).
과거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일부 소지주에 대해 기존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간 임대시장이 소규모나마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임대료는 국가에 의해 건물의 유지관리비 이하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생산, 공급하는
대신 노동자나 조합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통제와 계획,
그리고 보조 하에서 이루어졌다. 즉, 주택의 생산과 분배, 유통이 국가의 계획과 목표
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시장 기능에 따른 생산과 분배, 유통이 이루어지는 자본
주의 체계와 구분되었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따른
자원배치와 조절 수단과 전 사회의 근본이익을 위한 국가의 거시적 조절을 통해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유제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의 유지라는 명분을 얻는 대신
다른 요소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
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역시 이러한 방식을 충실히 따르
고 있는데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영역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보장성주택 제도를 주
택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통해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구성요소
인 상품주택 시장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이다. 중국의 주택시스
템은 양륜제(兩轮制)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으로
구성된 두 개의 바퀴가 있으며 이들간의 조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체계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품주택은 기존의 사회주의 주택시
스템과 같이 소규모의 비공식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택시스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축이자 전체 주택공급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61)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소유권인 ‘개인적 소유권’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사적 소유권과 가지
는 가장 큰 특징은 ‘수익을 동반하는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권융, 2000). 따라
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택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를 통한 차익의 실현이 ‘원칙적으로’ 불
가능하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된 시기에는 음성적인 주택의 매매와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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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13년 전체 상품주택 착공면적은 1,736.5만㎢로 보장성주택 착공
면적 787.6㎢의 2.2배에 달한다. 2012년 역시 각각 1,627.5만㎢와 836.8㎢로 비슷
한 경향을 보인다. 상품주택이 보장성주택에 비해 평균적으로 건축면적이 큰 점을 고
려해 착공호수를 비교하더라도 상품주택의 규모는 보장성주택의 약 1.5배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공주택이라는 보장성주택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과 행정역량이 보
장성주택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시장에서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보장성주택이 아닌 상품주택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1>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규모
(단위: ㎢, 호)

연도
2013
2012

상품주택
착공면적

보장성주택
착공면적

상품주택
착공호수

보장성주택
착공호수

1,736.5

787.6

182,597

112,514

(68.8%)

(31.2%)

(61.9%)

(38.1%)

1,627.5

836.8

171,136

119,543

(66.0%)

(34.0%)

(58.9%)

(41.1%)

자료: 중국부동산연감, 베이징부동산연감 각년도
*상품주택의 착공호수는 2013년 준공주택의 평균면적(95.1㎡) 기준, 보장성주택의 착공호수는
70㎡ 기준으로 산정

중국의 주택시스템에서 상품주택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이
자 동아시아 주택모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에도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자본주의적 성
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에
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관에 기반하여 강력한 국가 정책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주택
시스템에 있어서도 토지의 국유화와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자가소유화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차별적인 주택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싱가포르 역시 대규모 공공주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민간 상품주택 시장이 여전
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공공개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고급주택 시장과 공
공주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외국인 등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부의 개입이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된다.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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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국가의 지원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개발청(HDB) 주택에
거주하는데, HDB 주택의 거주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86%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이종열, 1996; 진미윤·이현정, 2005).
하지만, 중국의 주택모델에서 일반 상품주택 시장은 싱가포르와는 달리 전체 주택공
급의 2/3에 이르는 광범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주택의 실물분배를 금지
한 조치 이후 정부가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해 분배하는 보장성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특히 구매력을 가진 중·고
소득 계층은 보장성주택 체계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형 공급체계만이 존재한다.
기존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던 복지재로서의 주택의 성격을 축소된 범
위 내에서나마 이어받은 보장성주택 제도의 존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
에서 역설적이게도 시장 기능의 전면적 도입을 위한 안전망이자 방어막으로 기능한다.
보장성주택이 주거복지 영역 뿐 아니라 저렴주택의 개념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공공성
의 영역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대외적 공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상품주택 시장은 사회주의적인 가치나 규
제와 제제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장 원리에 따라 건설되고 판매될 수 있다. 상품주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역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는 국가를 통해 획득해야 하지만, 이
후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은 별다른 제약 없이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다.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부동산 개발회사와 주택을 구매한 소유
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보장성주택 제도는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다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시장을 형성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친시장주의적 제도, 즉 상품주택 시장의 안정적 운
영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봐야 한다. 주택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보장성주택 체계의
도입 자체가 주택상품화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보장성주택이 상품주택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의 해소를 위한 조치라기보다 상품주택 시장의 도입과 활성화
를 위한 보조장치 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처럼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방식으로 시장
경제를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품주택 시장의 명확한 존재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더 이상 사회주의 주택시
스템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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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성주택 개발에서 발생하는 건설이익
자본주의적 주택생산과 공급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시장을 통해 이윤을 전제로
한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에 따른 투기적 성격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기본
적으로 건설자본이라는 특정자본 분파가 잉여가치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한 상품으로서
의 속성을 가진다(김용창, 1992).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생산된 주택의 배분주체만 공공으로 달라질 뿐 주택생산에 참여하
는 건설자본은 건설 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언제나 일정한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보장성주택 개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보장성주택의
공급계획의 수립과 대상자의 선정과 공급 등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정에서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이윤과 비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보장성 주택 역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공주택 배분 과정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특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생산과
분배는 모두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동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택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었
다. 생산과 유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이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거 여건이 열약해지는 악순환의
과정에 빠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중국 역시 주택 상품화 조치 이전 시기에는 주택의
신규 공급의 주체는 국가와 단위였다. 단위에서 건설한 주택은 단위에 소속된 직원들
에게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임대료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개발
을 통해 공급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발생할 수 없었다. 즉, 주택의 분배와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역시 탈상품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주택 생산의 주체는 부동산 개발기업이다.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지만, 상당수의
부동산 개발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 또는 국가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한 국유자본지
배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부동산 개발기업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역
시 주택의 생산에 참여하는 목적이 과거와 같이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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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생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통해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시장 참여적 행위
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주택생산은 민간 부동산 개발기업은 물론이
거니와, 국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매커니즘과 기업 이윤 추구 활동에 따른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일반적인 시장활동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상품주택 뿐만 이나라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의 생산에도 반영되고 있다. 보
장성주택의 공급계획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지만 실제 주택의 생산은 부동
산 개발기업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장성 주택의 생산 과정에서 이윤의 추구를 허용한다. 다만 이윤 규모
에 제한이 없는 상품주택 시장에 비해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그 수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한다.
보장성주택 정책의 초기부터 도입되었으며 가격의 산정방법이 제도적으로 가장 명시
화 되어 있는 경제적용주택의 가격산정 방식을 예로 살펴보자. <경제적용주택 가격관
리 방법>(经济适用住房价格管理办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용주택의 가격은
크게 개발비용(개발원가)과 세금, 그리고 이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발비용은
보상비, 사전공정비, 건축비, 기반시설건설비,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행정사업성
비용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개발회사의 이윤은 개발비용의
3%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그림 Ⅳ-1> 경제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방식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건축과정을 고려한다면 3%의 이윤은 그다지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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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유념할 점이 있다. 우선 이윤
산정의 기준비용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3%라는 점으로 개발회사가 실
질적으로 투입하는 자본에 비해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발적 지출을
포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
가 분양 과정에서 대상자의 모집과 선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
역시 없다는 점에서 3%의 이윤은 사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확보되는 최소한의 안정적
이익이라는 점이다. 또한 투입비용이 커질수록 이윤의 절대액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기업으로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 없이 방만한 운영도 가능하며, 기업
내의 유휴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처분하는 것을 통해 이중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도 있다(裴健华, 2009; 佘宇，2012).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기업이 보장성주택의 건설 참여를 통해 얻는 이익 중 가시적
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발토지 확보를 통한 이윤추구의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보장성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 건축과정 자체만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보다는 보장성주택 건설에
수반되는 상품주택 및 상업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이익이 더 크게 고려된다. 개발가능
토지의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입지적 이점을 가진
개발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체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장
점을 가진 토지가 보장성주택의 공동건축을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보장성 주택의 건설에서 정부가 그 활용을 늘리고 있는 공동건축의 방식은 부
동산 개발기업 보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더 큰 이점을 가지는 개발방식이다. 보장성주
택의 건설은 개발기업의 이윤이 상품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적극적인 이익 창
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재매입 가격 산정이 건설원가보다 낮
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62). 이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윤 추구의 측면에
서 볼 때에는 부동산 개발기업이 개발사업에서 보장성주택의 건설에 적극적이고 자발
적으로 나설 유인이 적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공급 단계에서부터 공동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개발기업이 이것을 거부할 경우 개발가용토지
62) 준공 후 장기간의 운영이 필요한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의 투자 여력이 있고, 여건에 부합하는
경우 계획 단계나 건설 초기 단계에서 미리 정부와 부동산 개발기업이 보장성주택에 대한 투자
및 준공 후 재구매 약정을 맺기도 한다. 이 경우 미리 약정한 재구매 기준가보다 추가적인 건설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개발회사가 손실을 입기도 한다(岳静宜 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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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대축 축소
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 이익 이외에도 보장성주택 건설에 참여할 경우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며,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보장성
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통해 주택시장 내에서 자사의 시장점유율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
는 간접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품주택 시장의 존재 이외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에서 주거
권과 공공성을 담당하는 보장성주택에 한정하더라도 주택의 생산과정이 기업의 이윤추
구를 향한 시장 활동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택이 탈상품화된 복지재로
취급되는 전통적 사회주의 주택시스템보다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 108 -

2. 사회주의 토지국유제의 유명무실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 공유제를 주
체로 한 소유구조라고 한다면, 주택시스템에 있어 공유제 소유구조의 핵심적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 전민토지소유제라고 하는 토지국유제의 영역이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성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 토지국유제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주택시스템의 성격에 있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기능의 전면적 도입이 사회주
의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부정하였더라도 만약 중국의 주택시스템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특성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지대 불로소득과 자본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고유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이 경우 사회주
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다양한 자본주의 주택모델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제3의 주택
모델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토지국유제는
그 명시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토지국유제의 성격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역시 자본주의 주
택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별성을 상실하면서 자본주의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게 되었다.

1) 전민소유제의 약화와 사실상의 토지사유제
중국의 도시토지는 전민(全民)소유제에 따라서 모두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개
인이나 단체는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63). 토지사용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에서 처분권이 제외된 형태이다. 이 때문에 주택용지에 해당하는
건설용지사용권은 소유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사용권이 아니라 중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용익물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지사용권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소유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신금미,
63) 이 점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시장화 되었지만, 주택의 생산과정과 공급체계
가 사유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Zha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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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시토지 중 주택용지에 대한 사용기간은 최장 70년으로
정해져 있다. 최장 40년인 상업용지나 50년인 다른 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긴 하
지만 주택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용기한의 만료 후 처리에 대
한 불확실성은 중국 주택시장의 확대에 있어 대표적인 불안요소 중 하나였다. 1994년
제정된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产管理法) 제21조에는 도시 지역의 건설용지 중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의 토지는 다시 정부와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료를 납부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용기한 만료 후 다시 토지사용권을 유상
으로 구입해야 한다면 버블 논란이 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급등해 온 중국 내 주택 가
격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제정된 물권법의 제149조 조항에서는 건설용지사용권을 주택용지
와 비주택용지로 구분하고,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양계약의 체결 없이 자동으
로 사용기한이 연장되도록 하면서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제거하였다. 70년으로 규정
된 토지사용권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사용기한이 갱신될 뿐만 아니라 재연장 가
능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이 소유권과 가지는 유일한
차이인 사용기간의 제한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이 남아 있는데, 물권법의 관련 조항에서는 주택용지를 비
주택용지와 구분하여 사용기한이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기간 연장 후
사용료를 추가납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물권법의 해당 조항은 갱신의사의 표현과 재계약 절차만을 면제한
것이지 출양금의 납부 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며, 추후 추가적인 규정의 제정을 통
해 토지출양금 납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宋炳
华,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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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토지사용권 사용기한 관련 법규

｢도시부동산관리법｣
(城市房地产管理法)
1995년 1월1일 시행

21조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한만료 1년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국가는 공익을 위해
회수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인해야 한다. 승인된 경
우에는 다시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신청을 하
지 않았거나 신청은 하였지만 비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
가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물권법｣
(物权法)
2007년 10월1일 시행

149조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연

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의 연장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 위의 건축물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을 따른다. 약정이 없거나 불명
확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해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하지만 물권법 제149조 조항의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택용지를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출양금 납부에 대한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64)과 입법 관계자들
이 이 규정의 도입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 등에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출양료의 추가 납부없는
자동 재연장, 또는 출양금을 부과하더라도 비주택용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물권법 제149조 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법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한삼인·김상명, 2007; 이만수, 2007; 朱广新, 2012)65).
64) 물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1차부터 3차 초안까지는 사용권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시부
동산관리법과 동일하게 조항을 유지하였으며, 주택용지와 비주택용지의 구분 역시 없었다. 하지만
4차 검토 과정에서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가‘주거는 인민대중의 근본문제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주택과 비주택용지를 구분하여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면서, 4차 초안
부터 주택용지와 비주택용지를 구분하고, 주택용지의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다
만 이 때까지도 토지사용자는 당연히 토지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지불여부와 기준,
방법 등은 국무원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자 6차 초안부터는 사
용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삭제된 채 현행과 같은 형태로 법률이 통과되었다(宋炳华, 2011).
65) 중국 정부가 주택용지 사용권의 갱신에 대한 조항을 모호하게 남겨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
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대다수의 주택용지가 70년으
로 아직 많은 기한이 남았다는 점에서 향후 더 적합한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한 점을 볼 때, 민감하고 파급력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물권법의 제정 과정에서 주택용지에 대한 규정이 점차 단순화 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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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와 같은 관련 법률체계의 확립에 따라 주거용 토지의 경우 재산권적인 측면에
서는 사실상 토지사유제 하에서의 소유권을 가진 것과 차별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
으며, 토지사용권의 출양 이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온전히 개인에게 축
적되게 된다. 더욱이 최초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토지사용권 비용은 대부
분 출양 당시 일시금 형태로 납부된다66). 일시금 형태의 납부 방식은 지방정부에게
일시적으로 막대한 재정수입을 보장하지만 불완전한 지대추정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재정수입의 유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토
지가치에 대한 공공의 최소한의 통제력 역시 상실하게 된다(박인성·조성찬, 2011). 따
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국유
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진 것이다.
또한 물권법 제정에 따른 토지 사유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중이기도 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
과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토지지대수익을 공공이 온
전하게 회수한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세방식의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장치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고유한 기제라
고 볼 수도 없다.

2) 제한적 정책수단에 그치는 토지국유제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사유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의 토지국유제는 재산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
는 정책수단이자 재정적 수단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보아야만 한다. 도시계획의 측
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토지국유제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신규개발용지를 공급하는 1급 토지시장에서 정부가 독점 공급자의 지위를
중국 정부는 주택용지에 사용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6) 다른 방식으로는 토지지대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年租制) 방식이 있는데, 일시불 형태의 출양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의 푸
동신구 개발, 션전의 경제특구 개발 등에서 토지연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공공임대주
택용지에도 제도적으로 토지연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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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개발주체
가 우선 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 정부는 개발계
획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박인성, 2001). 시 정부는 제출된 개
발계획의 내용을 도시총체계획과 토지이용총체계획，연도별 건설용지공급계획 등 이미
수립된 계획 방향과의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선택적으로 비준할 수 있으며, 모든 도시개
발에 대한 방식과 주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규제보다도 정부의 강력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권한 역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한 싱가포르나, 토지비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토
지이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프랑스나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강력함의 차이일
뿐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을 자본주의 주택시스템과 차별화시키는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있어 토지국유제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서 토지국유제의 의미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토지를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의 판매를 통해 기대되는 토지출양금 수입을 일정부분 포기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은 정부의 재정지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을 담보로 한다.
토지유상사용제도가 실시된 이래 토지출양금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수 원천이 되어
왔다.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된 2000년대 들어 전국의 토지출양금은 매년 급격하게 증
가하여, 2001년 1,295억元이에서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에는 2조 9,109억
元으로 2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의
16.61%에서 2010년에는 71.68%로 4배 이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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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전국 토지출양금과 지방재정수입
(단위: 억元, %)

지방재정수입 중

연도

토지출양금

지방재정수입

2001

1,295.89

7,803.30

16.61

2002

2,416.79

8,515.00

28.38

2003

5,421.00

9,849.98

55.04

2004

6,412.00

11,893.37

53.91

2005

5,884.00

15,100.76

38.96

2006

7,676.89

18,303.58

41.94

2007

11,947.95

23,572.62

50.69

2008

9,600.00

28,649.79

33.51

2009

15,910.20

32,581.00

48.83

2010

29,109.94

40,609.80

71.68

토지출양금 비율

출처: 佘宇(2012) p.23

베이징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8년 토지양도수입이 502.7억元으로 총 지방재정수입
의 27%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45.8%와
76.37%나 증가하여 928억元과 1,636.72억元에 달하였다. 2010년 베이징시 전체의
재정수입이 2,353.9억元이었음을 고려하면 2010년도 토지출양금 수입은 전체 지방재
정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전국적으로 기존의 협의출양 방식
을 금지하고 입찰, 경매, 공고 등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
되면서 단위면적당 토지출양금은 더욱 높아져서, 베이징시의 경우 ㎡당 토지출양금 순
이익이 2002년 104.2元 에서 2007년에는 1,658.7元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같은 토지비용의 증가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을 더욱 높였다(강승호, 2011; 佘宇, 2012).
물론 토지를 활용하는 비용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
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지는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적다. 이 점은 중
국의 보장성주택 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단기간·대규모의 정책
추진방식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거시적 정책수립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달리 실제 정
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 114 -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 행정배정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기 때
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이 가장 큰 경제적용주택의 경우,
1998~2003년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수립하여 하달한 경제적용주택의 건설계획은 총
10.47억㎡로 전체 도시지역 신축주택 면적의 32%였지만, 실제 완성된 경제적용주택
은 4.77억㎡로 원래 계획의 45%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佘宇, 2012), 토지
국유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판단
해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활용하는 제한적 정책수단에 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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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주택의 시장화와 사회주의적 주거권의 약화

공공주택은 특정 국가의 주택정책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으로,
주택을 기본적으로 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도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공주택이 존재하며, 그 중요성과 비중은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국가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주택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는 시장기능에 의해 공급될 수 없고, 설령 공급된다고 해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
해 복무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에서는 주택의 공급을 국가
와 국가의 대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공공주택의 형태를 취
하였다. 즉 공공주택의 양상은 주거에 대한 권리, 수요가 아닌 소요 기반, 사회적 재화
로서의 의미 등 주택의 비시장 상품화 경향에 대한 국가의 인식을 반영하며, 따라서
공공주택의 성격과 규모는 특정 국가의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핵심
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비록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시장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자본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인 토지국유
제 역시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 정책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인 공공주택 정책이자, 시장요소 도입에 대한 보완장치로 시행되고
있는 보장성주택 정책은 어떠한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자본주의 주택시스
템에서 나타난 하위모델들과는 어떠한 동질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주택시스템 주요 분류기준으로 도출하
였던 공공주택의 규모와 목표대상, 주택의 점유형태, 정부의 정책개입 정도의 3가지
측면에서 중국 보장성주택 제도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의 출현 과정에 있어 자본주의 요소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도입된 보장성
주택 정책의 성격 전환과 기능의 약화 역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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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제한적 대중모델
(1)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대중모델 체계의 구축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시스템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공공주택의 성격이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와 목표대상이
다. Harloe(1995)와 Kemeny(1995)의 연구에서 Harloe는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에
따라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모델과 중·저소득층까지를 아우르는 광범위
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모델로 구분하였으며, Kemeny 역시 공공임대주택이 민
간임대시장과 분리되어 빈곤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일반적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단일 임대시장과 이
중 임대시장으로 구분하였다. 즉 어떤 주택시스템에서든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층에 대
해서는 인간 생활의 기초요소에 해당하는 주거의 제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공공주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된 역할을 부
여받느냐가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중국의 주택시스템을 분류해보기 위해 베이징의 보
장성 주택제도를 중심으로 우선 제도의 수혜대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염가
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은은 저소득 계층(低收入住房困难家庭)을 대상으로 하며, 가
격상한주택은 중등소득 계층의 도시가구(中等收入住房困难的城镇居民家庭), 공공임대
주택은 중·저소득 계층(中低收入住房困难家庭)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제도의 목적과 설정기준에 맞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기 위
해 연간소득과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바탕으로 정책의 목표대상과 실제 지원가능대
상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
택, 가격상한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 중 3인가구 기준 연소득은 각각
34,560元, 45,300元, 88,000元, 100,000元으로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1,520元,
15,100元, 29,333元, 33,333元이 된다. 이것을 2013년 기준 베이징시 도시가구의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은 저소득계층 중 하위집단, 가격
상한주택은 중·저소득계층의 하위집단, 공공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대부분을 포함한
다.

- 117 -

<표 Ⅳ-4> 2013년 베이징 도시가구 소득수준별 지표

(단위: 명, 元)

시 평균

저소득
(20%)

중저소득
(20%)

중등소득
(20%)

중고소득
(20%)

고소득
(20%)

평균가구원수

2.6

2.9

2.8

2.5

2.5

2.1

1인당 총소득

45,274

21,161

31,329

38,752

49,264

82,493

1인당 가처분소득

40,321

18,514

28,312

35,479

44,631

71,914

출처: 베이징통계연감, 2014

또 하나의 기준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PIR)
을 적용한 주택의 구매가능성을 살펴보았다. UN HABITAT가 제시한 적정한 소득대
비 주택가격비율이 3~5배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가격비율이 5 이하인 가구를 해당
주택을 구매가능 대상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5년간 착공한 보장성주택의67) 유형
별 분양가격을 보면, 1㎡당 분양가격은 경제적용주택이 6,283.8元, 가격상한주택
8,368,5元이며, 이것을 각 유형별 기준면적을 고려하여 평균 분양가격을 산출하면, 경
제적용주택은 37.7만元, 가격상한주택은 75.3만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가능 소득
수준(PIR<5)은 3인 가구의 1인 기준으로 경제적용주택이 25,135元, 가격상한주택이
50,211元에 해당한다. 이것을 앞서와 동일하게 2013년 기준 베이징시 도시가구의 소
득수준과 비교해보면, 경제적용주택은 저소득계층, 가격상한주택은 중고소득계층의 하
위집단 일부를 포함한다.

<표 Ⅳ-5> 주택가격비율을 바탕으로 한 보장성주택의 구매가능성
구분

1㎡당
평균분양가격

기준면적

평균

구매가능 소득수준

분양가격

(PIR<5)

경제적용주택

6,283.8

60㎡

377,028

25,135

가격상한주택

8,368,5

90㎡

753,165

50,211

67) 2010~2014년 착공한 보장성주택 단지 중 가격정보가 확인된 단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
제적용주택은 33개 단지 중 23개, 가격상한주택은 98개 단지 중 3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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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여러 기준을 적용한 공공주택 수혜대상 구분
* 구간별 소득구분 기준은 각 소득구간 평균값들의 평균으로 가정하였음

즉, 보장성주택 정책은 관련 규정에서 설정한 정책의 목표대상의 관점에서 실제 적
용기준은 정책목표와 약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특히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중등소득계
층을 목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신청 가능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저
소득 계층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난다. 또한
분양가격은 목표로 설정한 중등소득 계층의 구매가능성을 초과하여 중고소득 계층에서
야 구매가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어 가격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의 보장성주택 체계가 목표로 하는 단계별 주택보장의 차원
에서 각 유형간의 차별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폭넓은 계층에 대한 정책의 집행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의 관점에서 보장성
주택 체계는 ‘대중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68). 특히 1998년 보장성주택 제도를 본격적
68) 베이징의 경우 2013년 자체적으로 자주형 상품주택(自住型商品住房)이라는 분양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신청자격에서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베이징 호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를 통해 모든 계층
이 일정 부분 공공주택 정책의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대상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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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한 이후 추가된 보장성주택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대상 소득계층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더 확장된 대중모델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대중모델에서 소외된 잔여적 계층과 ‘대중’의 조건
폭넓은 공공주택의 대상계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장성주택 체계를 단순한 대중모
델로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선 보장성주택 체계를 잔여적 모
델에서 대중모델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주택유형이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공공주택의 형태인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시스템의 분류에 있어서 좁은 의
미의 임대형 공공주택 형태만을 고려할 경우 보장성주택의 정책 대상계층은 상당히 좁
아지게 되는데, 특히 1998년 보장성주택 체계를 구축한 이래 2008년 공공임대주택
도입 이전까지 시기의 경우 임대주택 형태는 최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염가임대
주택만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
대주택의 도입으로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그 정책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으로 전면적인 대중모델로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의 측면은 중국에 존재하는 특수한 사회제도인 호구제도이
다. 중국은 최근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호구제도 역시 완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베
이징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는 도시호구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염가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이 해당 도시 호구를 가진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지호구의 경우에는 극
빈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다. 특히 베이징과 같이 호구를
취득하기 힘든 대도시 지역의 경우 호구를 가지지 못한 계층이 농민공 등 주로 비공
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가지지 못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염가임대주택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
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의 염가임대주택에 비해 그 대상계층을 대폭 확대하였으
며, 외지호구를 가진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연속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지인 중 거주기간, 주택공적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을 증명한
자’(베이징), ‘거주 허가를 얻은 자, 도시 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자’
서만 볼 때는 완전한 대중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주형 상품제도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는 5장과 6장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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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3년 이상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외지인’(광저우) 등 외지호구자 신청자격
에 대한 조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농민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
이라기 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 기술인력 등 고학력 청년계층을 겨냥한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 안정된 근로계약을 맺고 각종 납세의무를 지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층은 대도시 호구의 취득자격이 되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고학력 청년계층이 주를 이루며, 베이징의 경우 이러한 목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
내 직접적으로 명시한 ‘인재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지호
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등소득 계층 이하에게 지급
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공공주택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보장성주택 정책은
대상집단에 대한 제한이 있는 ‘제한적 대중모델’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분류해야 할 것
이다. 더욱이 이 제한적 대중모델에서 제한을 받는 계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할 주거약자 계층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의 전
환에 따른 부작용을 보장성주택 제도가 보완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한적 대중에서 ‘대중’은 주택소요를 가
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평가해 정부 차원에서 선정한 선택된 대중일 뿐이라는 점이다.

2) 분양주택에 치중된 공공주택 체계
주택 점유형태는 주택시스템의 구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택 점
유형태는 다른 기준에 비해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예외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모든
주택시스템 구분에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주택모델은 높은 자가소유 경향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반해 조합주의 경향이 강하거나 상대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강한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며, 그 중에서도 비영
리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주택이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의 형태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회복지 정책과 마찬
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없는 계층을 공공주택 정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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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하성규, 2010).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에서는 시장
의 자율적인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춘 계층을 대상으로 하
는 분양주택 시장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공공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복지 차
원에서 임대주택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시킨다.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공급보다
임대주택의 복지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적,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가소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간접적 정책수단들이 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공공주택 정책 그 자체로 연결시키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Harloe(1995)와 Kemeny(1995) 역시 임대주택의 성격과 규모를 바탕으로 주택시스
템을 구분하고 있다69).
주택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이 정책을 한 번 집행하고 나면 그 영향
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항구적으로

지속된다.

Torgersen(1987)이 주택은 보건, 교육 등과 성질이 매우 다르다고 평가한 바탕에도
이러한 속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공공
주택 정책의 경우 효과적인 퇴출기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장대상의 영역에도 벗어
나더라도 공공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분양주택에 있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구매자금만 확보할
수 있으면 장기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회사의 입장
에서는 자금의 회수가 늦고 운영상의 추가적인 노력과 경비까지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보다는 빠른 자금 회전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분양주택의 경우 개별 구매자의 구매 자금이 주택
건설에 초기 단계부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크게 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69) 물론 공공주택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
공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한 싱가포르의 경우 분양주택의 공급을 통해 중·저소득계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공공주택인 주택개발청(HDB)주택 거주비율이 88.0%임에도 불구하고, HDB 주택의 93.2%가 분양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자가 점유율이 92.3%에 달한다. 만약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판단한다면 공공주택의 비율은 6.0%에 불과해진다(진미윤·이현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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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 서비스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
려 구매자금의 문제로 인해 참여가 배제되면서 공공주택의 기본 이념에는 부합되지 않
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공공주택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보장의
차원에서 보다 더 큰 장점을 가지는 임대형 주택의 경우 투자수익이 불명확하고 투자
비용의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기업의 퇴출기제가 불명확한 점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민간 개발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钟治峰, 2013)70). 따
라서 개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
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Cuthbert(1992)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전환을 분석하면서 독립 초기 임대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정책에서 자가소유 중심
의 공공주택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국제 자본과의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강력한
사회보장 정책에 따른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부채
를 개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주택의 상업화가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기
도 하였다(Park,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분양주택은 임대주택에 비해 보다 더 시장
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보장성주택 체계는 분양형 공공주택을 중심으
로 구성된다.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적용주택이 전체 보장성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규모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을 포함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 우위에
있어 11·5 계획기간 공급된 보장성주택에서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대형 공공주택의 약 2.2배에 달한다(住房和城乡建设部政策研究中心, 2011).
베이징의 경우 임대형 공공주택이 분양형 공공주택보다 많이 건설된 것은 1999년 이
후 2012년과 2013년 두 해에 불과하며, 2014년에는 자주형 상품주택의 본격적인 건
설이 시작되면서 다시 분양형 공공주택의 규모가 임대형 공공주택보다 앞서 나가고 있
다. 2014년까지 누적 건설량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분양형 공공주택이 81.0%에 이르
며, 연간 누적량 기준으로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 钟治峰(2013)의 분석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행정배정 방식으로 토지를 무상공급 받는다
고 하더라도 주변 임대료 수준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상가 등 부대시설의 수익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 등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수입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3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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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베이징의 임대형 공공주택과 분양형 공공주택의 건설규모
(단위: 호)

연도

건설규모

누적 건설규모

임대주택

분양주택

분양주택 비율

임대주택

분양주택

분양주택 비율

1999

0

129,984

100.0%

0

129,984

100.0%

2000

0

125,861

100.0%

0

255,845

100.0%

2001

0

7,536

100.0%

0

263,381

100.0%

2002

402

43,792

99.1%

402

307,173

99.9%

2003

580

77,665

99.3%

982

384,838

99.7%

2004

23

9,144

99.7%

1,005

393,982

99.7%

2005

0

15,904

100.0%

1,005

409,886

99.8%

2006

145

3,780

96.3%

1,150

413,666

99.7%

2007

3,466

40,884

92.2%

4,616

454,550

99.0%

2008

12,087

72,763

85.8%

16,703

527,313

96.9%

2009

11,944

44,891

79.0%

28,647

572,204

95.2%

2010

17,779

35,420

66.6%

46,426

607,624

92.9%

2011

41,264

44,049

51.6%

87,690

651,673

88.1%

2012

45,823

33,315

42.1%

133,513

684,988

83.7%

2013

32,884

13,429

29.0%

166,397

698,417

80.8%

2014

12,082

64,710

84.3%

178,479

763,127

81.0%

자료: 연구자 DB

중앙정부는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보장성주택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 공
급의 중심형태로 구상하고 있으며, 12·5 계획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점차 보장성주택의 중심형태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관련 기
본계획인 ‘12·5 계획기간 베이징시 주택보장계획’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계획
기간 중 ‘2개의 60%’ 원칙에 따라 전체 신규주택의 60% 이상을 보장성주택으로 공
급하며, 정향안치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개분배 보장성주택의 60% 이상을 공공임대주
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주요한 보장성주택 유형이 되도록 하였
다. 계획에서 말하는 60%의 모집단에 베이징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분양형 공공주택
인 자주형 상품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2014년에도 주요한
공급유형으로 부상한 자주형 상품주택을 포함할 경우 임대주택의 비율은 더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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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더라도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에 있어 이 비율마저도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주택 중심의 공공주택
체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보장성주택 체계에서 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일정 기간 전대나 매매,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가 거주와 자가소유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싱
가포르의 경우 정부 또는 HDB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부 주택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비해(진미윤·이현정, 2005), 중국이 분양형 공공주택은
사실상의 토지소유제로 인해 토지까지 완전히 판매하는 완전분양 방식의 주택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 보다 더 자가소유 지향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형 공공주택 중심의 보장성주택 체계는 구매력이 낮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참여에
제한을 가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의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보이게 된다.

3) 공공을 대신하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참여
공공주택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행위의 주체가 국가 기구일 필요는 없다.
다른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공공의 범위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특히 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스웨덴은 지자체 소유의 주택 기업의 주택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조합, 지자체, 민간 소유의 신탁(trust), 비영리회사 등
다양한 주택공급자들이 있으며,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은 국가보다는 오히려 민간 주택
조합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emeny, 2006)71). 이들은 국가의 보조금이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활동에 바
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보다는 활동의 성격
이 비영리 활동에 기반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71) 학자에 따라서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국가 이외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 비슷하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정부주택(state
housing) 등도 있다(하성규, 2004; 김수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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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장성주택을 공급하는 중국 부동산 기업을 비영리로 볼 수 있을까? 중국
의 보장성주택 체계에서 실제 건설과 공급을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기업
으로, 이것은 중국과 유사하게 분양형 주택이 공공주택의 중심형태가 되는 싱가포르가
대부분 준정부기구인 HDB를 통해 공영개발을 시행하는 것과도 구분된다. 앞 절에서
도 살펴보았듯이 부동산 개발기업은 보장성주택의 건설과정에서 일반 상품주택에 비해
서는 적지만 일정 수준의 이윤을 남긴다. 보장성주택은 정부의 주도 하에 대상자의 선
정과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의 위
험이 거의 없는 ‘low-risk, low-return’의 사업이 되며, 같이 건설하는 상품주택과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토지
자원이 통제된 중국의 현실에서 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는 토지사용권
가격과 건설비용, 임대 운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민간 임대
시장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기가 힘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2013년 입주자 배정을 한 베이징의 공공임대주
택 임대료를 주변지역의 임대료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도심에 가깝거나 이미 기반시설
을 갖추고 있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임대료의 7~80%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교외지역으로 갈
수록 주변 임대료와의 차이는 줄어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지 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반해 공공임
대주택은 임대료 산정에 있어 건설 및 운영에 사용된 여러 비용들이 동일하게 반영되
어 입지에 따른 임대료 격차가 크지 않도록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의 건설과 운영에 정부가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서는 주변 임대료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용의 산
정 자체가 방만하게 이루어져서 원가 자체에 거품이 발생한 측면도 일부 포함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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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임대료 격차
(단위: 호, 元/㎡)

단지명

배정
년도

绿城诚园

2013

华贸奥苑

2013

未山苑

2013

彩虹嘉园

2013

润枫领尚苑

2013

铜牛针织厂

2013

燕保京原家园

2013

위치
차오양구
科学园南里
차오양구
清河营
펑타이구
六里桥村
펑타이구
程庄路
통저우구
台湖镇
통저우구
梨园镇
스징샨구
京原路

위치구분

규모

임대료

주변
임대료

주변지역 대비
임대료 비율

4환~5환

241

49

65

75.4%

5환~6환

498

38

56

67.9%

3환~4환

60

46

54

85.2%

4환~5환

215

40

41

97.6%

5환~6환

481

30

27

111.1%

5환~6환

504

31

32

96.9%

5환~6환

2,217

37

51

72.5%

자료: 연구자 DB
*주변 임대료는 베이징부동산연감(2014)의 지역별, 분기별 평균 임대료의 2013년 1분기 기준

따라서 이를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정부의 임대료 보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서 부동산 개발기업은 정부의 역할을 대행해 일반적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 없이 부동산 개발기업의 의한 공
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
서 부동산 개발기업의 공공임대주택 운영이 서구의 경우와 같은 비영리 활동이라고 정
의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부동산 개발기업의 경우 특히 분양형 공공주택에 있어 건축과정이 끝나고 입주
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공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종료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기업의 역할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역할에 그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기업 등이 개발해 운영한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운영 후 설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시 정부가 지정한 기구에 매각하거나,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 다
른 용도의 보장성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동이 영속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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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장기간에 걸친 운영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베이징 시 정부가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건설투자센터(北京市保障性住房建设投资
中心, 이하 투자센터)를 설립해 정부 차원의 투자와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시 투자센
터는 보장성주택 건설 단계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
보하거나 준공 후의 주택을 매입하여 통합 관리하는데, 2014년까지 착공한 공공임대
주택 중 16개 단지에 9,934호가 투자센터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은 부동산 개발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 원리가
여러 측면에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주택’이라는 공공주택의 개념이 보장성
주택 체계 내에서는 모호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서 보장성주택 체계는 비영리 활동에 기반한 민간공급자를 포함한 국가 또는 공공의
개입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이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공공주택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시스템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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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정부 주도의 시장화
1) ‘정부 공급형 계획’에서 ‘정부 주도형 시장’으로 전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택시스템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창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시스템과는 근본적
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 주택모델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렇
다고 해서 기존의 다양한 자본주의 주택모델들과도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개혁개방과 주택상품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형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기
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되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기존의 자본주의 주택시스템과 구별되는 몇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비록 사회주의 토지국유제가 고유한 의미
는 많이 퇴색하였지만 여전히 정부가 주택개발과 공급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주택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모델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주거빈곤 계층에 해당하는 비
공식 집단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 공공주택이 임대주택 보다는 분양주택에 치우쳐
있다는 점, 공공주택 공급체계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기업이 비영리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형태상으로
는 강력한 국가 개입과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강한 비시장화 경향을 보
이지만, 실제 실행의 양상에 있어서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유주의 경향 역시 드러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은 체제전환 국가이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혼종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Stephens, 2010), 이로 인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
택시스템 역시 공식적인 제도와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 양상에서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적
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회주
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제도적으로는 국가가 주택정책에 있어 많은 개입 권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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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한 적극적 개입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인 시스
템의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요소와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
영기업과 집체 등 국가의 대리인이 주택의 생산과 배분을 담당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정부 공급형 계획’이라고 본다면, 개혁개방과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형성된 중국의 사
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이러한 기존의 정부 공급형 방식이 정부의 개입과 조정
하에 시장요소를 통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의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에 기반한 정부의 시장화 주도
Chiu(2008)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중국의 주택시스템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marketised socialist system)로 분류하면서, 가장 주요한 차별점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택공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금융기구들
역시 정부의 소유 하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의 영역은 중국의
산업 분야 중에서도 민간기업의 역할이 큰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이며, 중국의 대표적
민간기업들의 상당수는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이다72). 즉, Chiu(2008)의 분석과는
달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정부와 국영기업이 직접적인 주택의 생
산과 공급을 직접적으로 담당한다기보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책수단을 바탕으로
민간의 경쟁과 행정적 규제를 통해 정부가 시장의 운영을 주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 때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는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특징
인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한 토지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된다.
공산당 지도 체제가 현재에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가 가지는 권
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욱 크게 남아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산업 및 정책분야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계획과 개입,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다른 분야의 연구들에서
72) 대표적으로 2015년 기준 중국 최고의 부호에 오른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완다(万达)그룹은 세
계 최대 상업부동산개발회사로 홍콩증시에서 시총 규모가 가장 큰 부동산 업체로 꼽히고 있으며,
주택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완커(万科)그룹은 2011년 중국 부동산기업 최초로 매출액이
1,000억 위안을 넘어 세계 최대 주택개발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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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가 시장이 발전과 방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공산당 중심의 권력 집중형
지도체제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73). 하지만 주택시스템에 있어
서는 정부의 시장주도력이 이 보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속성에 해당하는 토지
국유제의 존재와 이에 따른 토지시장에 대한 통제력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다. 즉 토지국유제라는 속성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주택시스템과 근원적인
차원에서 차별화 시키지는 못하지만,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장성주택의 공급에 있어 토지시장을 바탕으
로 한 정부의 시장주도력은 잘 드러나는데, 과거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와 같이
정부가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국영기업이 직접 건설하여 분배하는 정부 공급형의
체계가 아니라, 정부가 개발 가용지의 공급 과정에서 입찰, 경매, 공고 등의 방식을 통
해 민간 부동산 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성주택의 생
산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손쉽게 활용된다.
이러한 간접적 수단을 통한 정부 주도형 시장은 시장 기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 정부의 직접 공급 체제에서 발생하던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
하고,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단기간,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주요 도시들에
서 보다 원활한 보장성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순기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주택상품화 조치의 도입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였던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이를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 전략과, 부동산 산업의 성장을 통한 복지의
향상과 분배를 추구하는 (자산 기반) ‘발전주의 복지 시스템’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
(Goodman et al, 1998)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
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전체적인 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공성의 주요 영역
인 보장성 주택의 성격이 자본주의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주거권을 보
장하던 사회주의적 가치에서 주택을 매개로 한 시장활동과 자산 축적,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 시장 기능의 유지와 안정화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 주택문
제 역시 자본주의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결과도 가져왔
다.
73) 강내영(2012)의 경우 중국의 문화산업을 분석하면서 ‘당국가(party-nation)체제라는 중국 사
회주의 체제의 특징 속에 정부가 발전전략을 입안하고, 시장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특수
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독특한 발전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시장화 발전모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은
정치이데올로기 선전과 유포라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특성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국가
권력인 당과 국가가 정치적으로 접근한 점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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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 주
택시스템이 새로운 주택시스템의 출현보다는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의 성격을
가짐을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특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속성, 그리고 주택
시스템의 분류 기준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명확한 상품주택 시장이 존재하고 그
것이 주택 공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그리고 보장성주택 역시 분배
과정만 탈상품화 되어 있을 뿐 생산과 순환의 과정에는 시장원리와 자본이익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모델로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
제 하에서 핵심적인 특징이자 장치인 토지국유제 역시 2007년 이후 주택용지에 대해
서 사실상의 토지사유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가지는 강력한 정책수
단으로서 기능 역시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 정책수단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을 사회주의/자본주의 주택모델 구분의 틀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제3의 주택모델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모델은 그 명칭이나 중국 정부 당국의 대내외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 주택모델의 하위유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주택 체계의 구조와 속성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
할 수 있다. 주택시스템의 분류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공공주택의 규모와 성격
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빈곤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잔여적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공공주택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대중모델에 해당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호구제도로 인해 실제 주택보장이
필요한 대상 일부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제한적 대중모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대규모의 공공주택 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체계가 경제적용주택, 가
격상한주택 등 분양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공공주택의 규모에 비해 임대주
택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체계가 구축된 다른 국가들
과 차이를 보인다. 보장성주택 체계 내에서도 정부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과 운영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개발기업이 담당하
게 되면서, 비영리 활동을 기초로 하는 공공주택 체계에 시장 원리와 기능이 상당 부
분 반영되고 있다.

- 132 -

즉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제도적으로는 국가가 주택정책에 있어
많은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한 적극적 개입의 형태를 취하
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의 실행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요소와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택시스템 전환은 기존의
정부 공급형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개입과 조정 하에 시장요소를 통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의 방식으로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의 시장주도
력은 토지국유제에서 비롯된 토지시장에 대한 통제력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화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나름의 성과를 보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 주택의 성격까지 시장화의 진행에 따라 자본
주의적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평등한 주거권을 보장하던 사회주의적 가치는 약화
되고 산업적 측면과 자산가치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에 따라 주택의 성격, 특히 보장성주택의 성격은 ‘사회주의적 주거권’
의 보장에서 ‘경제성장과 시장기능’의 보장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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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정책 :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제도
주택정책의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를 통해 지방의 여건과 결합되
어 지방 주택시장과 부딪힌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주택 정책은
기본적인 제도의 목표와 시행의 틀은 중앙이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목표의 설정과
시행방식, 그리고 집행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谭羚雁·娄成武, 2012). 더욱이 중국의 보장성
주택 정책의 시행은 여전히 법률보다는 행정규장이나 통지 등에 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르게 하고 있어 보장성주택 정책의 시행
에 있어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별로 지역 여
건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실행양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의 자율성은 국가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분야와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중스케일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는 국가 스케일의 정치, 경
제, 사회적 과정의 결과로만 인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정책을 매개로 다양한 스
케일에 기반한 사회세력들이 스케일을 가로질러 연결망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구
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배균, 2012). 지방정부가 정책 내용의 구체화와
실제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중국의 행정구조에서,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실행되는 양
상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남에도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를 지방의
일탈, 또는 실행구조의 부작용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이를 지방정부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와 상이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러한 경향은 서구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주택시장 간의 차별성
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Bassett and Short, 1980). 즉, 주택
시스템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채 단일 국가
내에서는 국가스케일에서 동일한 주택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주택문제 지속의 원인을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방정부가 주택시스템을 실행시키는 양상의 측면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중국 보장성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연구이자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논의의 주제로서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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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제도의 체계와 시행
1) 베이징 주택시장의 현황과 보장성주택 제도의 구성
(1) 도시주택문제의 양상을 잘 반영한 대표적 1선도시
베이징은 대표적인 1선도시의 하나로서, 중국의 수도라는 상징성과 도시 규모, 그리
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4년 APEC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유치 등으
로 인해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 중국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규
모의 주택단지 개발 역시 활발한데, 인구 증가에 따른 교외의 신규 개발 이외에도 오
랜 역사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심 지역의 노후주택과 판자촌 등 불량주택의 재개발
사업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도
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기존주택의 멸실, 외부 인구유입, 경제 성장 등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최근까지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
동산 버블 우려와 구매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주택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2013년 베이징 도시지역의 전체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3,483.4억元으로 전체 도시
지역 고정자산 투자액 7,032.2억元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의
3,153.4억元에 비해 10.5% 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주택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1,724.6억元으로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27.1%, 부동산 개발투자액의 49.5%를 차지
하고 있다. 베이징의 주택분야 투자규모는 중국 전체 도시지역의 주택분야 투자액 비
중이 2000년대에 들어 13~14%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중국 내에서도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베이징에서 주택분야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0·5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001~2005년에는 이전
9·5 계획기간에 비해 규모 면에서 3.4배 가량 급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도시지역 고정
자산투자액이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주택 분야에 대
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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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베이징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액

연도

시전체

도시지역

(단위: 억元, %)

주택투자/고정자산투자
(도시지역)

부동산
개발투자

토지구매

주택분야

베이징

전국

1991~1995

2,358.7

2,181.5

568.4

-

264.8

12.1

-

1996~2000

5,461.7

5,063.8

1,979.5

161.5

950.7

18.8

10.4

2001~2005

10,857.4

10,033.6

5,974.0

993.6

3,239.5

32.3

14.6

2006~2010

21,538.5

19,678.6

10,863.2

3,642.0

5,211.5

26.5

14.1

2012

6,462.8

5,853.1

3,153.4

1,102.7

1,628.0

27.8

13.5

2013

7,032.2

6,352.6

3,483.4

1,159.5

1,724.6

27.1

13.5

출처: 베이징통계연감, 2014; 중국통계연감, 2014

베이징의 신규주택 공급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개발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조
금 감소한 상태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13년도의 경우 총
1,692.0만㎡의 주택이 준공되어 전년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 판매는
약 11.8만호이며, 판매면적은 1,363.7만㎡, 금액은 2,546.3억元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래면적은 8.1%은 감소하였지만 판매금액은 오히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
축주택의 분양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축 판매주택
당 평균규모를 산출해 보면 평균면적은 114.8㎡, 분양가격은 214만 3,800元, 단위면
적당 분양가격은 1만 8,674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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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베이징 주택 개발현황

연도

준공면적
전체

경제적용주택

1998

588.7

1999

(단위: 만㎡)

판매면적
아파트, 빌라

전체

경제적용주택

아파트, 빌라

-

57.0

377.0

-

40.0

908.3

114.1

93.2

484.7

45.8

55.1

2000

1013.7

184.9

164.2

898.2

166.5

107.6

2001

1393.4

214.0

150.8

1127.5

185.2

120.8

2002

1926.2

228.4

161.9

1604.4

220.7

153.6

2003

2080.8

322.8

127.9

1771.1

320.0

131.9

2004

2343.9

298.8

153.2

2285.8

306.3

172.7

2005

2841.4

325.6

342.7

2566.0

304.0

302.1

2006

2193.3

270.1

255.6

2205.0

176.3

276.9

2007

1854.0

188.6

239.6

1731.5

100.1

319.3

2008

1399.3

101.1

233.0

1031.4

108.3

164.6

2009

1613.2

98.2

213.7

1880.5

82.2

339.8

2010

1498.5

144.6

183.2

1201.4

49.5

175.9

2011

1316.1

74.6

133.0

1035.0

39.4

93.3

2012

1522.7

188.5

135.1

1483.4

85.9

116.9

2013

1692.0

95.7

133.5

1363.7

106.6

87.8

출처: 베이징통계연감, 2014

예약판매허가 면적74)을 통해 지역별 주택개발 양상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지역
별로는 통저우구의 선분양 판매면적이 133.2만㎡로 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저우를 포함하여 다씽, 순의, 팡샨, 차오양의 5개 구가 시 전체 분양면적의
64.6%를 차지하고 있다. 차오양구는 2006년 이후 시 전체 분양면적의 25.9%를 차지
할 정도로 가장 주택건설이 활발한 지역인데, 특히 11·5 계획의 초기인 2006~2008년
74) 중국은 주택판매방식을 선분양(期房, 預售)과 후분양(现房, 现售) 방식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분양의 경우 건축 전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건축된 상황에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
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베이징의 경우 7층 이하 건물의 경우 전체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후,
그 이상의 건물은 전체 층수의 절반 이상에 대한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예약판매허가(预售许可)
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 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설자금 조달의 용이성으로 인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분양가격과 가격상승에 대한 기
대로 인해 선분양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분양 방식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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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시 전체 판매허가 면적의 1/3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즉 베이징의 주택개발은 공간적으로 2000년 대 초중반에는 차오양구를 중심으로 하
이디엔, 펑타이 등 성육구의 4환도로와 5환도로 사이의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다가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통저우, 다씽, 순의 등 교외의 신규도시발전
지역(城市发展新区)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
우 5환도로 외부에 건설된 주택의 비율이 처음으로 90%를 넘어 93%에 이르러 대부
분의 주택건설이 교외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6환도로 외부에 건설된 주택도
2011년 5% 남짓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2013년에는 38.3% 까지 증가하였다.
<표 Ⅴ-3> 구현별 주택 예약판매허가 면적

(단위 : 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6
~2010

2011
~2013

동청

36.7

30.6

25.7

32

15.9

0

4.2

0.0

140.9

4.2

시청

63.3

37

39

36.8

11.7

13.6

14.1

25.4

187.8

53.1

차오양

630.6

481.6

447.9

221.4

275.1

207.5

181.4

77.2

2056.6

466.1

하이디엔

146.1

129

101.5

111.7

54.9

56.1

93.7

10.0

543.2

159.8

펑타이

217.2

98

157.5

91.5

43.2

55.7

78.9

43.3

607.4

177.9

스징산

58.7

22.8

69.5

36.3

33.5

26.1

1.2

38.3

220.8

65.6

통저우

75.1

58.3

164.6

172.6

167.7

110.7

93.2

133.2

638.3

337.1

팡샨

60.3

97.3

62.7

88.4

100.3

119.3

133.2

81.8

409

334.3

순의

56.5

108.8

158.2

81.5

128.6

68

80.5

91.2

533.6

239.7

먼터우거우

6.8

12.3

3.5

0

0

14.1

52.0

28.2

22.6

94.3

다씽

69.7

57

45.6

82.9

212.8

159

114.2

124.1

468

397.3

화이러우

10.5

26.2

14

13.1

17.9

31.5

23.7

7.1

81.7

62.3

미윈

16.2

29.1

22.7

14.1

51.8

56.9

40.1

29.4

133.9

126.4

창핑

241.1

119.5

138.2

96.9

64

148.2

98.8

58.6

659.7

305.6

옌칭

0

11.4

7.1

6

5.5

9.1

15.6

0.0

30

24.7

핑구

10.9

7.3

12.2

20.1

10.2

0

11.3

23.7

60.7

35

개발구

6.4

3.5

7.2

6

4.5

3.4

0

13.7

27.6

17.1

계

1706

1329.6

1477

1111.3

1197.6

출처: 베이징부동산연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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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3 1036.1

785.2

6821.5 2900.6

베이징은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다른 1선도시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급격한 부
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에도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신축상품주택의 경우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0.6% 상승하였
으며, 기존주택 역시 19.7% 상승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75). 베이징의 2013년 상
품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만 3,612元/㎡이며, 기존주택의 경우 2만 9,122元/㎡에 달
한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3.3㎡당 1,700만원 정도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인 3.3㎡당 1,706만원76)과 거의 동일하다. 베이징이 공간적으로 서울시보다 훨씬 광
범위한 지역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은 이미 서울의 아
파트 가격을 상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7).
<표 Ⅴ-4> 부동산가격지수 (2013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100)

구 분

신축주택

기존주택

전체

116.0

119.

상품주택

120.6

-

90㎡ 이하

121.7

120.8

90~144㎡

120.1

119.5

144㎡ 이상

120.2

117.4

출처: 베이징부동산연감, 2014

하지만 주택공급의 증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재고주택의 증가
역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3년의 경우 연초 8만 호에 이르던 재고주택
이 연말에는 6만 호 정도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남아있는 상
태이다. 이는 과도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높은 분양가격의 영향도 있지만, 수요와 공
급의 공간적 불일치 역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된 도심
75) 베이징 이외에도 신축 상품주택의 경우 상하이 21.9%, 광저우 20.4%, 션전 20.3% 등 1선도시
들의 주택 가격상승이 두드러졌다.
76) 2016년 3월 2일 부동산뱅크 시세 기준, 환율 1元=178원 적용
77) 주요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하이디엔구의 유명학군 지역인 중관춘 东南小区 지역의 2013년 평
균 거래가격은 7만 6,144元/㎡이며, CBD에 해당하는 차오양구의 구어마오(国贸) 지역은 4만
8,772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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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개발가용지의 확보 문제로 대규모의 주택 개
발은 점차 5환 외부에서 6환 외부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시장의 경우 2013년 임대계약이 체결된 것이 157만 호로 전년도에 비해
약 11.7% 증가하였으며, 평균 월임대료는 58.7元/㎡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9.8% 상
승하였다. 주택임대료는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라 매년 10% 내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Ⅴ-5> 베이징시 연도별 임대시장 현황
(단위 : 만호, 元/㎡/月)

연 도

거래량

평균임대료

연 도

거래량

평균임대료

2004

66.1

25.4

2009

109.3

39.5

2005

73.2

21.7

2010

136.5

44.3

2006

86.2

22.5

2011

142.8

49.1

2007

106.4

34.7

2012

141.3

53.5

2008

142.7

45.1

2013

157.0

58.7

출처: 베이징부동산연감, 2014

(2) 중앙계획에 지역 특색을 더한 보장성주택 제도78)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중앙정부의 시책을 선도적으로 충실히 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정책이 발표된 2007년 이후 2008
년에 바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푸젠성의 샤먼(厦门)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
로 공공임대주택관리방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가격상한주택제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2007년 처음으로 도입한 후 같은 해 7월에 발표된 <11·5 보장성주택 및 가격상한주
택용지 배치계획(2006-2010)>을 통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수립한 체계에 따라 소득 수준
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염가임대주택-경제적용주택-가격상한주택의 수혜 대상이 되도
록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네
78) 여기서 언급하는 절차와 기준은 모두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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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주택유형은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공개모집, 공개선정 방식으로 공급되
는데, 4대 보장성주택으로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장성주택으로 분류된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베이징시 자체적으로 도입한 <자주형 상품주택>(自住型商品
住房)도 상품주택이지만 보장성주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
장성주택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79), 도심재개발, 판자촌 철거 등에 따른 이주민
등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배하는 주택인 정향안치주택(定向安置住房)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성주택에 포함시킨다80).
특히 이 중에서 자주형 상품주택의 도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협심층 문제의 해결,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22일 <중저가 자주형개선형 상품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
加快中低价位自住型改善型商品住房建设的意见)>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2013년
11월 말 분양접수를 받은 ‘御景湾’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53개의 프로젝
트가 추진되었으며, 계획건축면적은 522㎡, 주택호수로는 5.5만호 정도이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분양형 공공주택이면서 자격 조건에 소득기준이나 호구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모집과 선정 역시 개발주체가 직접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기존의 제도와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

79) 자주형 상품주택은 2013년 도입된 베이징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정확한 명칭은 ‘중저
가의 자가거주형, 개선형 상품주택’(中低价位自住型改善型商品住房)으로 줄여서 통상 ‘자주형
상품주택’으로 불린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현재 베이징시의 분류체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주
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도입목적이 가격상한주택과 상품주택 사이에 존재하는 협심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토지사용권 시장을 통해 주택의 가격과 규모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격상한주택의 방식과 동일하고 시 정부 역시 일반 상품주택과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주택 체계으로 분류한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더해 베이징시에서 도입한 지역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의
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술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80) 정향안치주택의 경우 보장성주택 공급계획 등에는 포함되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이주·철거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크다는 점과 공급 및 분배방식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보장성주택 논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향안치주택의 규모나 공급가격 등은 기본적으로
가격상한주택의 기준을 따른다.

- 142 -

2) 공급계획의 수립과 건설
(1) 5년 단위의 대규모 보장성주택 공급계획
보장성주택 정책의 최고기관은 시 정부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베이징
시 주택및도시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员会, 이하 시건위)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공급과 관리는 기본적으로 구(区)와 현을 기본단위로 이루어진다. 보장성주택의
공급, 특히 임대 방식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재정은 시와 구현 정부가 재정에서 공동
으로 예산을 마련하거나, 토지출양금과 주택기금(住房公积金)수익 중 염가임대주택보
장자금(廉租住房保障资金) 항목을 통해 마련된다.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공급계획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가장 중심적인 발전계획인 <국
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계획기간에 맞춰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2년 1월에 발표된 <12·5 계획기간 베이징시 주택
보장계획>(北京市“十二五”时期住房保障规划)이 보장성주택 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계
획에 해당한다. 이 계획에 따라 매해 연도별 공급계획이 수립되는데, 보장성주택 관련
업무를 포함한 도시 건설 및 주택문제의 주관부서인 시건위의 주관 하에 시정부의 건
설 및 국토자원업무 관련 기관이 협의를 통해 매년 연도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해 토지공급계획에 반영하며, 각 구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 12월까지 관련 내
용을 공개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제12차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하 12·5 계
획)의 계획기간인 2011~2015년에는 베이징 전체의 보장성주택 공급 목표를 이전
11·5 계획보다 2배로 증가한 104만호로, 계획기간 목표 준공량을 70만호로 설정하였
다. 계획에 따르면 기간 중 ‘2개의 60%와 1개의 50%(两个60%和一个50%)’ 원칙에
따라 전체 신규주택의 60% 이상을 보장성주택으로 공급하며, 정향안치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개분배 보장성주택의 6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임
대주택을 가장 주요한 보장성주택 유형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주택용지
공급면적의 50% 이상을 보장성주택 용지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품주택 건설시 원
칙적으로 30% 이상을 보장성주택으로 공동건설(配建) 하여 계층간 혼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목표인 104만호의 보장성주택 중 정향안치주택이 가장 많은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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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차지하며, 공개분배 방식의 일반적인 보장성주택이 54만호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방식의 지원이 10만호가 있어 전체적인 보장성주택의 수혜규모는 110만
호에 이른다. 또한 주택기금에서 관리운영 비용을 제외한 전체 수익의 10%를 공공임
대주택 건설에, 토지출양금 수익의 10% 이상을 보장성주택 공급과 슬럼지구 개조에
이용하도록 하여 계획의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81).
<표 Ⅴ-6> 11·5 및 12·5계획기간 보장성주택 신규공급 계획
(단위: 만호, %)

신규 착공 및 구매
구분

11·5계획
(2006~2010)

12·5계획
(2011~2015)

경제

가격

공공

정향안

임대

적용

상한

임대

치

50

150*

1350*

1500*

-

-

-

(100.0)

(5.0)

(45.0)

(50.0)

-

-

-

48.5

2.3

12.9

16.7

2.6

14

-

(100.0)

(4.7)

(26.6)

(34.4)

(5.4)

(28.9)

-

총계
계획
실제
계획

보조금

염가

지급

104

24

30

50

10

(100.0)

(23.1)

(28.8)

(48.1)

-

출처: 베이징시 주택및도시건설위원회
*11·5계획의 유형별 공급계획은 건축면적(만㎡)으로 제시

(2) 유형별 규모와 가격체계의 다양화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는 정책 목표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형별로 건축면적에 제한을 부여한다. 신규 건설하는 보장성주택의 가구당 건축
면적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방1 또는 방2 형태의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는데,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지만 60㎡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60㎡ 이하로 제한된다. 경제적용주택의 경우 초기에는
중형주택은 80㎡, 소형주택은 60㎡ 내외로 건축되도록 하였지만, 경제적용주택이 상

81) <关于印发《北京市“十二五”时期住房保障规划》的通知>(京建发［2012］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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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는 60㎡ 내외의 소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상한주택은 9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방1 주택은 60㎡ 이하, 방2 주택은 75㎡ 이하로 건축한다. 자주형 상품주택
의 경우에는 90㎡ 이하를 위주로 하여 최대 140㎡를 초과할 수 없다.
주거비용의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전문감정기구나 시 투자센터가 정기
적으로 조사하는 해당 구역의 시장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산
권 단위가 정부의 심사를 받아 결정하지만, 시장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82). 경제적용주택의 판매가격은 건설원가와 합리적 이윤 수준을 기초로, 주변의 같은
수준의 주택가격을 참고하여 시 발전개혁, 국토자원, 건설, 재정, 계획, 감찰 부문 등의
연구하여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이윤을 총 개발비용의 3%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상한주택 역시 경제적용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합리적 수준의 이윤을 반영하여 결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가격상한주택의 성격상
경제적용주택과 자주형 상품주택의 중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주택유형의 중간에 해당
하도록 정해진다.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판매가격은 주변의 일반상품주택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선에서 결정하며 총 구매가격이 200만元이 넘을 수 없다. 2014년까지 개발이 시작된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주택의 최고판매가격은 2.8만元/㎡ 였으며, 최저판매가격은
9,500元/㎡였다. 판매된 주택의 평균 가격은 156만元으로, 상품주택 평균 판매가격보
다 52% 낮았으며, 당해 신축 상품주택 판매량의 24.6%를 차지하였다.

3) 공급대상의 선정과 공급절차
(1)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유형별 자격기준의 세분화
각 보장성주택 유형은 정책 도입 목적에 맞게 각각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염가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 경제적용주택은 중저소득 계층, 가격상한주택은
중등소득계층의 주거곤란가구를 목표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장성주택의 혜택을 받

82) 베이징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보통 주변 임대료의 80%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데(杨赞 等,
2013), 70% 수준에서 보통 결정되는 지방 도시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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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베이징 내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장성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여부는 신청 가구의 월평균수입과 가구당 자산규모
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베이징 시
의 호구를 가진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
우 외지 호구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베이징 내에서 거주 및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기준 역시 베이징 호구자와는 다르게 적용한다. 베이징 호구에 한정된 경우 신청
자격은 베이징시 호구를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인 가구
일 경우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가구의 조건(거주면적, 수입, 자산규모 등)은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데, 성육구83) 지역의 경우 매년 1회 시건위에서 통일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
며, 교외 지역의 경우 구현 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 염가임대주택
은 성육구 지역을 기준으로 가구원 1인당 월평균수입이 960元 이하이고 거주면적이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만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한 가구에게는 주택을 실물로 공급하게 된다. 실물임대 대상
은 염가임대주택 대상자 중 1) 2년 이상 최저생활수급자였던 가정, 2) 2년 연속으로
베이징시 저소득가구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졌으며, 가구원 중 55세 이상의 남성이나
6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 가정, 3)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정,
4) 불량주택(为危房) 거주자 및 철거민, 5) 기타 주방보장부문이 인정하는 주택곤란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는 염가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체계와 통합
되었기 때문에 염가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보조금의 추가지급을 위
한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83) 2011년 동청구는 숭원구(崇文区)와 , 시청구는 수안우구(宣武区)와 각각 통합되면서 현재의 행
정구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문헌별로 성팔구로 표현되어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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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염가임대주택 자격 기준
가구 자산규모(만元)

1인당
1인당
월평균수입(元) 거주면적(㎡)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성육구

960

7.5

15

23

30

38

40

통저우

960

7.5

15

23

30

38

40

먼터우거우

731

7.5

15

23

30

38

40

팡샨

731

7.5

15

23

30

38

40

순의

731

10

11

16

21

26

28

창핑

731

10

10

20

25

30

35

다씽

731

7.5

12

18

24

30

32

화이러우

731

7.5

11

16

21

26

28

핑구

731

7.5

12

18

24

30

32

미윈(현)

731

10

6

10

16

20

25

옌칭(현)

731

7.5

9

13.5

18

22.5

24

출처: 베이징시 포털 首都之窓(검색일: 2015. 7. 20)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은 모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의 연수
입과 1인당 거주면적, 그리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일반적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경제적용주택은 연수입은 4만 5,300元 이하, 1인당 거주면적 10㎡
이하, 자산규모 36만元 이하이며, 가격상한주택은 연수입 8만 8,000元 이하, 1인당
거주면적 15㎡ 이하, 자산규모 57만元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표 Ⅴ-8> 경제적용주택 입주자격 기준
가구원수

연수입

1인당 거주면적

1인

2만 2,700元 이하

24만元 이하

2인

3만 6,300元 이하

27만元 이하

3인

4만 5,300元 이하

4인

5만 2,900元 이하

45만元 이하

5인 이상

6만元 이하

48만元 이하

출처: 베이징시 포털 首都之窓(검색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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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가구 자산규모

36만元 이하

<표 Ⅴ-9> 가격상한주택 입주자격 기준
가구원수

연수입

1인당 거주면적

가구 자산규모

3인 이하

8만 8,000元 이하

15㎡ 이하

57만元 이하

4인 이상

11만 6,000元 이하

15㎡ 이하

76만元 이하

출처: 베이징시 포털 首都之窓(검색일: 2015. 7. 20)
*1인 가구는 30세 이상만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으로는 다른 보장성주택 유형에 비해 가장 광범
위한 신청자격 기준이 적용되는데, 신청자격은 1)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
상한주택의 순번을 기다리는(轮候) 가구 중 신청자

2) 베이징의 도시호구를 가진 자

중 가구의 1인당 주택면적이 15㎡ 이하이고, 가구의 연수입이 10만元 이하(3인 이하
가구) 또는 13만元 이하(4인 이상 가구)인 자

3) 베이징에서 연속으로 일정기간 이

상 거주한 외지인 중 거주기간, 주택공적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을 증명한 자라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염가임대주택과 가격상한주택, 경제적용주택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가 공개선정 방
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구현 인민정부가 가구수입, 가구원수, 임대면적
등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은 염가임대주택 실물분배 자격을 가진
기초생활수급 가정(低保)84)의 경우 임대료의 95%를,

염가임대주택 실물분배 자격을

가진 기타 가정은 임대료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제적용주택 소득 기준
과 거의 일치하는 1인당 월수입이 1,200元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지급하
며, 가격상한주택 소득 기준과 유사한 1인당 월수입이 1,200元 초과~2,400元 이하인
경우 임대료의 10~2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시장임대료와 등급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그리고 임대료와 보조금의 분리(市场定价, 分档补贴, 租补分离)”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은 가구가 먼저 임대료를 납부하고 정부가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84)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制度)’로 低保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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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공공임대주택 보조금 지급자격과 규모
자격조건

보조금 비율

면적 상한

(임대료 대비)

조건

염가임대주택 실물배분 자격을 가진 기초생활수급가정

95%

염가임대주택 실물배분 자격을 가진 기타가정

90%

염가임대주택 임대료보조 자격을 가진 기타가정

70%

1인당 월평균수입 1,200元 이하인 기타가정

50%

1인당 월평균수입 1,200元~1,800元 이하인 기타가정

25%

1인당 월평균수입 1,800元~2,400元 이하인 기타가정

10%

50㎡

60㎡

출처: 베이징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대상 및 보조금표준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京建法
2012년 제11호)
* 제정 당시 베이징시의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은 1인당 월수입 520元임

<표 Ⅴ-11> 주택보조금 발행 규모(2012년 기준)
지급 구분

대상(만명)

발행금액(억元)

가구당 월평균보조금

시급기관

10

11.42

951.7

동청

0.92

2.7

2445.7

시청

0.22

0.23

871.2

차오양

3

2.47

686.1

하이디엔

1.9

14.87

6521.9

펑타이

2.18

2.07

791.3

스징샨

0.88

2.34

2215.9

19.1

36.1

1575.0

성육구

계
출처: 베이징부동산연감, 2014
*교외지역은 2014년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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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元, ㎡)

연소득

34,560

45,300

64,800

88,000

100,000

자산규모

300,000

360,000

570,000

거주면적

22.5

30

45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공공임대주택
70~95%

50%

25%

10%

임대료 보조금

<그림 Ⅴ-1> 3인 가구의 보장성주택 신청자격 기준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베이징 호구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소
유자이며, 비베이징 호구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다. 다만 비베이징 호구의
경우 1) 베이징 호구를 가진 무주택 가구

2)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대기가구

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일반 신청가구에게 배정한다. 다
른 주택유형에 비해 가구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는 공급절차에 있어서도 다른 보장성주택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는
데, 시건위의 주관 하에 대상자의 공개 모집과 공개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다른 보장
성주택과는 달리 주택의 판매를 정부기구가 아닌 개별 개발기업이 담당한다. 판매 및
신청절차는 판매허가를 받은 개발기업이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건위 홈페이
지에 판매장소와 가구 수와 면적, 가격 등을 공시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가구는 이후
개발기업에 구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거친 후 판매를 한다. 예비심사는 접수
를 받은 개발기업이 시행하고, 이후 시건위가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자주형 상품주택 역시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등기시에 등기부에 자주형
상품주택임을 표기하게 되며, 원칙상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5년 후 판매시에 정부는
선매권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구매가격과의 차액의 30%를 징
수한다. 자주형 상품주택을 판매한 가구는 더 이상 자주형 상품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
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주형 상품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5년간 일반상품주택을 포함
한 베이징의 모든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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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베이징 보장성주택의 유형별 특성 및 제도 비교
구 분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자주형 상품주택

대상 소득계층

저소득특별곤란계층

저소득~중등소득

저소득계층

중등소득계층

제한없음

공급형태

임대

임대

분양

분양

분양

규모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용지공급 방식

유상출양

행정배정, 유상출양

행정배정

유상출양

유상출양

개발비용+3%이윤

개발비용+적정이윤

주변상품주택의 70%

가격책정
대상자

주변 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책정
베이징 호구

베이징/외지 호구

베이징 호구

베이징 호구

베이징/외지 호구

3만 4,560元 이하

10만元 이하

4만 5,300元 이하

8만 8,000元 이하

-

30만元 이하

-

36만元 이하

57만元 이하

-

22.5㎡ 이하

45㎡ 이하

30㎡ 이하

45㎡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

거래제한기간

-

-

5년

5년

5년

선매권 여부

-

-

거래차익 환수

-

-

연소득
대상자
(3인가구) 자산규모
거주면적

배정후 중복수혜
가능여부

정부가 선매권을 가짐 정부가 선매권을 가짐 정부의 선매권 없음
차액의 70%

기간 재연장 및 타 유형 신청 가능

차액의 35%
타 유형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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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의 30%

<그림 Ⅴ-2> 다양한 형태의 보장성주택 단지(하이디엔구)
주) 翰澜庭(上) : 六道口 지역, 2009년 착공, 공공임대주택+상품주택
荷清苑(下) : 清华园 지역, 2002년 착공, 경제적용주택+상품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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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다양한 형태의 보장성주택 단지(팡샨구)
주) 新里程家园(上) : 良乡新城,지역, 2011년 착공, 가격상한주택+상품주택
朗悦嘉园(下) : 良乡新城 지역, 2011년 착공, 공공임대주택+상품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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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성주택의 유형별 시공간적 분포 특성
1) 보장성주택의 시기별 공급 양상85)
(1) 정책의지가 신속하게 반영되는 개발현황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와 함께 보장성주택체계가 도입되면서 베이징에서는 1999
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착공년도를 기준으로 1999년
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건설된 보장성주택은 총 93만여호에 달한다. 2013년 기준
베이징의 상주인구가 2,114만명이고, 이 중 주요 보장성주택의 대상이 도는 베이징
호적의 도시인구가 1,065만명, 가구수로는 405.8만호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전체 대상가구의 1/4 가량이 이미 보장성주택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제도의 시행초기인 1999년과 2000년도가 가장 많은 보장성주택의 건설
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창핑구의 회이롱관(回龙观), 티엔통위엔(天通苑) 등 500만
㎡ 이상의 개발규모를 가진 개발사업이 이 시기에 주로 추진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
로 경제적용주택의 공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86). 이는 보장성주택 정책의
도입 초기에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토지
의 대규모 조달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특히 회

85)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자료의 엄밀성 여부이다. 사례
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자료가 시계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공식적으
로 발표/발간되는 자료 간에도 작성기관에 따라 수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심
지어는 동일한 기관에서 작성된 통계가 연도별로 상이하기도 하다. 특히 정부나 당에서 발표하는
정책성 문건과 기관별 자료에 차이가 클 때가 많으며, 집계자료와 나열자료의 합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개
발 현황의 경우 연구자가 구축한 DB와 집계된 통계자료 간에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일 때에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지만, 구체적인 분
석에는 연구자게 구축한 DB의 집계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수치자료의 불일치는 연구의 한계
로 남을 수 있지만, 현재의 여건상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
하였다.
86) 1999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진 회이롱관 지역은 여러 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首开
天鸿 그룹이 담당한 초기 개발지역만 하더라도 경제적용주택 건축연면적만 9,451,194㎡에 달하
는 신도시급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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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롱관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도 베이징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택단지 개발로 남
아있다(沈昊婧､ 冯长春, 2012). 2003년부터는 보장성주택 공급의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2007년부터 시작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3장의
중국 보장성주택 정책의 시기 구분 중 주택시장 형성기(1998~2003년)와 상품주택
강조기(2003~2006년), 주택공급 체계의 다양화 시기(2007년 이후)의 구분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정책은 중앙정부의 방향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염가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합친 임대주택 유형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다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가장 주요한 보장성주택 유
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이전에도 염가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공급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은 실제 공급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도 있지만
염가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실물분배 뿐만 아니라 임대료 보조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수
혜대상의 실제 규모에 비해 실물주택의 공급은 많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연도별 공급현황을 보면 2007년 제도가 도입된 가격상한주택
과 2013년부터 시행된 자주형 상품주택이 곧바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
서87),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보장성주택 유형이 도입되면 1~2년 안에
바로 신속하게 공급에 반영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정책의 도입부터 개발계획의 수립
과 실제 주택단지의 착공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도입과 동시에 정
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속한 정책집행과 급
격한 방향 전환은 권력 집중형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와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토지시장에 독점적 공급자로서 기능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하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87) 베이징시가 2007년 여름 7월에 가격상한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
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초기 단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던 기존의 사업 중 일부를 변경해 새로운 제도를 우선 적용시키는 경
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2008년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2007년에 건축이 시작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존 염가임대주택으로 건설되던 단지를 공공임
대주택으로 전환한 사례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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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보장성주택 유형별 건설규모 (착공년도 기준)
(단위: 개, 호)

연도

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자주형 상품주택

단지수

규모

단지수

규모

단지수

규모

단지수

규모

계

192

181,564

121

519,287

155

196,817

28

36,204

1999

0

0

5

138,061

0

0

-

-

2000

0

0

6

125,861

0

0

-

-

2001

0

0

4

7,536

0

0

-

-

2002

1

402

13

40,367

0

0

-

-

2003

1

580

18

73,013

0

0

-

-

2004

1

23

4

9,144

0

0

-

-

2005

0

0

3

15,904

0

0

-

-

2006

1

145

2

3,780

0

0

-

-

2007

8

3,466

7

22,467

6

16,735

-

-

2008

22

11,868

11

23,582

19

40,861

-

-

2009

27

11,981

14

19,609

31

26,248

-

-

2010

23

18,953

6

8,793

17

23,873

-

-

2011

29

42,691

10

14,014

24

32,023

-

-

2012

35

46,489

8

11,456

15

20,409

-

-

2013

28

32,884

3

2,141

14

11,288

1

845

2014

16

12,082

7

3,559

27

25,380

27

35,359

(2)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여러 유형의 분양형 주택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보장성주택의

공급양상을

3장의

구분을

반영하여

1999~2003년(주택시장 형성기), 2004~2007년(상품주택 강조기), 2008~2014년
(주택공급 체계의 다양화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 Ⅲ-5 참조) 시기에 따른 공
급규모와 유형의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택시장 형성기에 해당하는
1999~2003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보장성주택이 경제적용주택의 형태로 공급되었다.
이는 다른 보장성주택 제도가 아직 확립되기 전의 시기인 영향도 있지만, 다른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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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더라도 그 규모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2004~2007년의 시기는 여전히 경
제적용주택이

주도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1/5

이하로

큰

감소를

보인다.

2008~2014년에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바탕으로 다시 공급의 증가를 보이는데,
가격상한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주요한 공급유형으로 부상한 반면, 이전까지 가장 주
요한 공급유형이었던 경제적용주택은 그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경제적용주택
의 공급량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다른 유형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일어나면서 상대
적 비중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시기별 보장성주택의 공급유형은 특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시기에서 동일하게 분양형 보장성주택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보장성주택이 경제적용주택으로 공급된 1999~2003년 뿐
만 아니라 2004~2007년 기간 역시 가격상한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을
뿐 분양형 보장성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상은 바뀌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의 공
급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의 기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
지만, 여전히 전체 보장성주택의 60% 이상은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의 증가량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증
가하여 가장 높은 공급비율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베이징 시정부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
으며, 12·5 계획기간에는 전체 공개분배 방식 보장성주택의 60% 이상을 공공임대주
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12·5 계획기간의 대부분이 결과에 반영되
었음에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보장성주택 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실제 집행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자주형 상품주택이 정부의 기준으로는 보장
성주택이 아닌 상품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자주형 상품주
택을 포함한 전체 보장성주택 내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정부의 목표보다 훨씬 낮
아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당분
간 분양형 공공주택이 보장성주택 내에서 주도적인 공급유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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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시기별 보장성주택 건설유형

(3) 단위 사업당 개발규모의 축소와 혼합 개발
보장성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규모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주택유형에 따
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200호 이상의 중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호 이상의 대단지의 비중이 구간 중에서는 가
장 높게 나타난다. 개발규모는 주택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염
가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의 경우 201~500호 규모의 단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200호 미만의 소규모 개발도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분
양형 공공주택은 상대적으로 프로젝트별 건설 규모가 커서 주로 500호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0호 이상의 대단지로 개
발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1000호를 넘어가는 대규모 개발은 보통 독립단지건설(集中建设) 방식이나 공동건
설(配建) 방식이더라도 주개발 유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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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택은 독립적인 개발과정을 거치는 반면 임대주택은 상당수 프로젝트가 다른 보장
성주택이나 일반 상품주택의 건설에 공동건설 방식으로 보조적으로 건설·공급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Ⅴ-14> 보장성주택 유형별 개발프로젝트 규모
(단위: 개)

구분
전체
1~100호

계

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자주형
상품주택

493

192

120

153

28

100.0%

100.0%

100.0%

100.0%

100.0%

33

20

3

8

2

6.7%

10.4%

2.5%

5.2%

7.1%

101

37

19

4

13

1

~200호

7.5%

9.9%

3.3%

8.5%

3.6%

201
~500호

102

58

8

32

4

20.7%

30.2%

6.7%

20.9%

14.3%

501

102

41

23

29

9

~1000호

20.7%

21.4%

19.2%

19.0%

32.1%

1001

92

23

25

37

7

~2000호

18.7%

12.0%

20.8%

24.2%

25.0%

127

31

57

34

5

25.8%

16.1%

47.5%

22.2%

17.9%

2000호 이상

이를 다시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장성주택 단지의 개발
이 점차 소규모화 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1999~2003년에는 2000호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8~2014년에는 이 비중
이 19.6%로 줄어든 대신 200~1000호 사이의 중규모 개발이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00호 이하의 소규모 개발 역시 15.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초기 대규모 단지 공급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은 개발 기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교외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의 격
리, 주민들의 직주분리와 장거리 통근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王伊倜·邵磊,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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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 이후에는 주로 중소규모 단지
의 개발로 개발기조를 변경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속
적인 대규모 개발용지의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보장성주택 제
도 도입 초기 이후로는 개발 가용지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
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급유형이 경제적
용주택 일변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라 일반 상품주택이나
다른 보장성주택 개발에 공동건설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이 증가하게 된 점이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택소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유형 다양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한 개발프로젝트에 내에서도 다양한 보장성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
는 방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할 때는 단위사업당 개발규모가
줄어들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유형의 보장성주택이 혼합된 대규모 단지
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2014년의 경우 공동건설 형태로 건설된 37개의 보장성주
택 단지 중 12개의 단지가 2개 이상의 보장성주택 유형이 복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2013년에는 28개 단지 중 4개가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Ⅴ-5> 시기별 개발규모별 건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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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성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특징
(1) 도심 주변에서 교외지역으로의 공간적 확산
보장성주택의 구현별 건설현황을 통해 공간적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는 상주인구의 분포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장성주
택의 공급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반 주거단지 건설과 유사한
공간적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구현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장성
주택의 공간적 집중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핑구와 차오양구에 가장 많은 보장성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펑타이구와 다씽구 역시 비교적 많은 보장성주택이 건설되었다.
즉, 도심 주변의 도시기능확장지구와 일부 신규도시발전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보장성
주택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구도심에 해당하는 동청구와 시청구 지역은 상
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보장성주택의 신규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핑구의 경우 시 전체 보장성주택의 1/3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2013년 기준 창
핑구의 상주인구 비율이 8.9%인 점을 고려하면 공간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창핑구에 건설된 보장성주택의 대부분은 경제적용주택인데 이는 베이
징 내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 개발 중 하나이자 보장성주택 정책 도입
초기 대규모의 경제적용주택 단지 건설이 이루어진 회이롱관(回龙观)과 티엔통위엔
(天通苑) 지구가 모두 창핑구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오양구의 경우 CBD
등 핵심 도심지역을 공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넓은 개발용지 역시 남아있
어 보장성주택이 꾸준히 건설되었다. 차오양구는 베이징의 구현 중 경제적용주택을 제
외한 다른 유형이 모두 가장 많이 건설되었는데, 2013년부터 시작된 자주형 상품주택
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된 보장성주택 유형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도심에 인접한 도시지역인 하이디엔구, 펑타이구, 스징샨구 등 도시기능
확장지구는 상대적으로 보장성주택 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교
외지역에 해당하는 순의구, 통저우구, 팡산구 등 신규도시발전지구는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주택 등 분양형 공공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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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구현별 보장성주택 건설현황
지역
전체
동청구
시청구
차오양구
펑타이구
스징샨구
하이디엔구
팡샨구
통저우구
순의구
창핑구
다씽구
먼토우거우구
화이러우구
핑구구
미윈현
옌칭현

(단위: 명, 호)

상주인구

전체

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상한주택

자주형상품주택

2,114.8

933,872

181,564

519,287

196,817

36,2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9

402

402

0

0

0

4.3%

0.0%

0.2%

0.0%

0.0%

0.0%

130.3

3,794

1,121

2,673

0

0

6.2%

0.4%

0.6%

0.5%

0.0%

0.0%

384.1

173,921

34,350

88,151

40,904

10,516

18.2%

18.6%

18.9%

17.0%

20.8%

29.0%

226.1

96,311

17,534

61,663

16,267

847

10.7%

10.3%

9.7%

11.9%

8.3%

2.3%

64.4

37,590

9,064

18,240

9,441

845

3.0%

4.0%

5.0%

3.5%

4.8%

2.3%

357.6

62,766

26,208

18,810

15,678

2,070

16.9%

6.7%

14.4%

3.6%

8.0%

5.7%

101.0

40,338

6,922

20,773

11,171

1,472

4.8%

4.3%

3.8%

4.0%

5.7%

4.1%

132.6

60,521

20,385

12,260

24,576

3,300

6.3%

6.5%

11.2%

2.4%

12.5%

9.1%

98.3

34,185

7,770

936

22,768

2,711

4.6%

3.7%

4.3%

0.2%

11.6%

7.5%

188.9

327,210

18,992

275,108

27,737

5,373

8.9%

35.0%

10.5%

53.0%

14.1%

14.8%

150.7

75,479

31,764

16,038

23,760

3,917

7.1%

8.1%

17.5%

3.1%

12.1%

10.8%

30.3

8,644

3,273

366

2,057

2,948

1.4%

0.9%

1.8%

0.1%

1.0%

8.1%

38.2

4,734

2,344

1,902

488

0

1.8%

0.5%

1.3%

0.4%

0.2%

0.0%

42.2

4,321

1,203

473

440

2,205

2.0%

0.5%

0.7%

0.1%

0.2%

6.1%

47.6

2,035

105

1,277

653

0

2.3%

0.2%

0.1%

0.2%

0.3%

0.0%

31.6

1,621

127

617

877

0

1.5%

0.2%

0.1%

0.1%

0.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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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주택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
나는데, 1999~2003년과 2004~2007년은 주로 도심을 기준으로 주변의 도시기능확
장지구와 북서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시기별로 개발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적 분포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2008~2014년 시기로
오면 본격적으로 공간적 확장이 일어나 특정한 축선이 없이 도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
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전에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씽,
통저우, 팡샨 등 남쪽에 위치한 3개 구에서의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기존에
개발의 중심축을 이루던 차오양, 하이디엔, 창핑 등의 지역도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에 비해 개발 규모가 확대
되면서 기존의 중점 개발지역 이외에도 개발 가용토지의 확보를 위해 교외의 신규 지
역에 대한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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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99~2003년>

<2004~2007년>

<2008~2014년>

<그림 Ⅴ-6> 보장성주택의 시기별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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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시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별 공간분포
보장성주택 프로젝트의 개별단지별 규모와 위치의 경우 보장성주택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 특징이 나타난다.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입지적 측면에서는 공간적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채 대부분의 지역에 넓게
분산해서 자리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4환 이내의 지역에서는 개발
가용토지의 확보 문제로 인해 개발규모가 작은 반면, 근교 지역으로 갈수록 개별사업
당 규모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임대주택 중 대규모의 건설이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
는 주로 5환~6환 사이 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인구분포에 따라 교외지역의 경
우에도 상당수의 임대주택 단지가 공급되었는데,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비해 그 개발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림 Ⅴ-7> 임대주택 단지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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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주택 유형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개발이 이루어진 경제적용주택 단지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데, 3환~4환
사이와 4환~5환 사이 지역에 많은 단지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3환 이내 지역에도 다
수의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2환도로가 동청구와 시청구 등 구도심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이룬다는 점에서88) 경제적용주택은 실질적으로 베이징 도심에서 가장 근접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별 현황에서는 도심 북서쪽에 위치한 창핑구
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대규모로 개발된 일부 단지의 영향에 따른 것
으로, 전체적인 분포 경향은 차오양구의 남부지역과 펑타이구, 다씽구 등 도심 남부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Ⅴ-8> 경제적용주택 단지의 위치 및 규모

88) 2환도로는 옛 자금성 외성(外城)의 바깥 부분을 따라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베이징 구
도심과 신규 개발지역의 경계 역할을 하며, 동청구와 시청구의 경계와도 대략 일치한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은 2환도로를 따라 개통이 되어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역 이름이 ‘○○문’으로 되
어 있는 것에도 잘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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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주택 단지의 경우 경제적용주택에 비해 시기적으로 개발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3환 이내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보다 외곽지역
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5환~6환의 사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도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고속도로 망의 주변에 대부분의 단지가 자
리하고 있다. 개별 단지들이 산재해 있기 보다는 몇 개의 지역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기별로 신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여러 개의 단
지들이 동시에 건설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보장성주택의 건설이 이루어
진 차오양구를 위시한 대부분의 지역이 같은 구 범위 내에서도 경제적용주택은 상대적
으로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반면, 가격상한주택 단지이 경제적용주택
단지를 크게 감싸안는 모양으로 방사형의 형태를 취하며 분포하고 있다.

<그림 Ⅴ-9> 가격상한주택 단지의 위치 및 규모

- 167 -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상에서의
특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장성주택 유형 중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개
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되기 보다는 구별로 고르게 배치되
어 있고, 개발규모 역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향으로는
다른 보장성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의 북, 북서부 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 Ⅴ-10> 자주형 상품주택 단지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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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정책의 차별성과 특징
1) 지역 실정을 고려한 독자적 제도의 도입
(1) 자주형 상품주택의 도입과 대상계층의 확대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정책에서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2013년 새롭게
도입된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89)라고 할 수 있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그 규모나 가격
측면, 다른 보장성주택과는 달리 수혜자격에서 소득조건과 타 지역 호구에 대한 제한
을 없앴다는 점, 그리고 특징적으로 베이징 호구에 한해 기존 1주택 소유자 역시 신청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장성주택 유형과 차별화된다.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의 출범에 있어 공식적으로 제시된 도입배경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보장체계
와 고소득 가구가 참여하는 상품주택 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정책적 판단 하
에 그 동안 제도적으로 소외되었던 중등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
기 때문이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가격상한주택과 비교할 때 토지의 공급방식과 세제 혜택 등은
유사하지만 대신 소득조건과 호구 등 자격대상의 범위는 넓고 이에 비례해 가격적 측
면에서는 혜택은 축소된 형태이다90). 이미 가격상한주택이 중등소득 계층을 위한 보
장성주택 제도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주형 상품주택은 그 혜택의 정도가 더 적
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상계층은 도입배경에서 제시한 중등소득 가구가 아닌 가격상한
주택의 자격 조건에도 포함되지 못한 중고소득 이상의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보장성주택의 대상을 중등소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으로 포함하는 전 계층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
는 부분적으로나마 대중모델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9) 정확한 명칭은 ‘중저가의 자가거주형, 개선형 상품주택’(中低价位自住型改善型商品住房)으로
줄여서 통상 ‘자주형 상품주택’으로 불린다.
90) 2014년에 착공한 다씽구의 华远和煦里 단지와 핑구구의 洳苑嘉园 단지의 경우 가격상한주택과
자주형 상품주택이 공동건축 방식으로 같이 조성되었는데, 각각의 분양가격이 华远和煦里의 경
우 9,500원/㎡와 1만 3,000元/㎡, 洳苑嘉园의 경우 6,000원/㎡와 1만 1,000元/㎡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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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가임대주택의 폐지와 인재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베이징 보장성주택 제도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구축한 보장성주택 체계를 따르지
만 임대주택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역적 변용이 나타난다. 하나는 2014년
4월 1일부로 염가임대주택의 관리와 배정을 공공임대주택 체계에 통합해 사실상 임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단일 형태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91). 이것은 그 동안 공급된
염가임대주택의 규모를 통해 염가임대주택의 혜택이 필요한 가구는 대부분 보장을 받
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후 염가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고,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방안만 제도적으로 남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체계로 통합 관리를 하더라도 기존 염가임대주택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
임대주택 대상자에 비해 더 많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적 혜택은 계
속 유지된다(표 Ⅴ-10 참조). 따라서 염가임대주택은 실제 공급되는 물리적인 주택
형태가 아니라 제도상으로만 존재하는 보조금 지급체계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
다92).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베이징시는 약간의 지역적 특색을 보인다. 각
지방정부는 임대주택의 대상 기준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특정 집단에 우선권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
역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93). 예를 들어 충칭시의 경우 대
학원 신입생의 경우 외지호구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
만 베이징의 경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재공공임대주택(人才公共租赁住房)
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
도록 하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재공공임대주택은 일
반적인 공공임대주택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지역 구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산업단지 내 주택곤란가구의 해결과 인재 유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91)

关于进一步加强廉租住房与公共租赁住房并轨分配及运营管理有关问题的通知(京建法[2014]6号)에
따른 조치이다.

92) 정부기관이 전액 투자하지 않은 민간 염가임대주택과 분배되지 않고 남아있던 염가임대주택 재
고는 향후 정부기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체계에 편입시키며, 이후의 임대료 체계 등은 공공
임대주택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93) 이러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저우시의 경우 2009년 빈지앙(滨江)
개발구 지역에 입주한 기업 직원들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인재가격상한주택(人才限价房)’이
라는 명칭으로 가격상한주택에 준하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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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11년부터 다씽구 이주앙(亦庄)에 조성된 경제개발구에서는 3년간 1.6만호 이
상의 인재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자격은 중관촌 지역
에 있는 기업의 직원으로 대학 졸업 이상, 고급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중에
서도 국가 인재계획이나 해외 유학,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하였다.

2) 보장성주택의 수단화와 시장기능의 활용 확대
베이징시의 보장성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체계를 따르면서도, 한편에서
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장성주택 체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몇 가지 제도를 추가
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적용 경향은 베이징
시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대
도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보다는 상대적으
로 고소득 계층을 새로 보장성주택 체계에 편입되어 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경제발전
을 위한 인재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보장성주택 정책을 다른 경제·사회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시장화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 조
치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의 실행양상은 여전히 임대형 공
공주택보다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 경향은 신청자격에서 소득기준을 없애고 기존 주택보유자
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자주형 상품주택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중
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조치가 베이징의 지역적 실행 차원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축소, 시장기능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오히려 기
존의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 주택문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이징 지방정부는 기존의 보장성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택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이미 필요한 정책적 혜
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책 모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데, 기존의 보장성주택 공급이 실질적 수요계층에게 제대로 공급되어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이 다른 방식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94). 오히려 베이징 지방정부에 의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배경에는 다른 가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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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정책적 고려의 과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장에서 보
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94) 협심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 베이징의 사례는 상하이의 경
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상하이의 경우 협심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경제적용주택의 자격
조건을 완화(수입기준 상향, 연령기준 낮춤)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구매자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공유산권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구매자는 5년 후부터 주택을 매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
부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거나, 산권의 비율에 따라 매매차익의 일정부분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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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대표적 대도시로 의 보장성주택 제도는 부동산 투자와
주택 공급,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 추세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체계를 따른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례
대로 염가임대주택-경제적용주택-가격상한주택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
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의 보장성주택 유형
은 기존 거주면적, 수입, 자산규모 등에 따라 신청자격을 달리 부여하지만, 신청과 심
사, 선정 절차는 시 정부의 주관하에 통일·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베이징 보장성주택의 시·공간적 분포를 종합하면 초기에는 도심과 근접한 지역과 북
서지역의 가용토지를 활용한 대규모의 단일유형 개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적용
주택이 가장 주요한 건설 유형이었으며, 차오양과 창핑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지
형태로 주로 건설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전체적으로 이전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다만 전체적인 건설규모와 개별 개발사업의 규모 모두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확대된 보장성주택 체계를
바탕으로 형태와 규모 측면에서 모두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급유형의 측면에서
도 공공임대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의 증가로 인해 여러 유형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개발규모 역시 기존 대단지 중심에서 중소형 규모 개발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택유형별로 개발시기와 개발방식의 차이로 인해 분포 경향 역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는데,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경제적용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반면, 이후 개발이 이루어진 가격상한주택 단지의 경우 경제적
용주택의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과 인접한 보다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시기별로 주거지역의 개발이 도심에서부터 개발가용 용지를 찾아 점차 교외 지역
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남측 지역으로도 개발이 확대되
면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그 성격에 맞
게 도시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다만 개발규모의 측면에서는 도심에 가까워질
수록 소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시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장성주택 체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몇 가지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이 중에서 특히 2013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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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자주형 상품주택은 수혜자격에서 소득조건과 타 지역 호구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는 점, 그리고 특징적으로 베이징 호구에 한해 기존 1주택 소유자
역시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장성주택 유형과 차별화된다. 이 제도
를 통해 보장성주택의 대상을 중등소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으로
포함하는 전 계층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제도는 부분적으로
나마 대중모델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염가임대주택
제도의 실질적 폐지와 인재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운영 등 단순히 중앙정부가 수립한 계
획을 실행하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베이징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제
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여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적용 경향은 한편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보장성주택 정책의
수단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 조치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
의 실행양상은 여전히 임대형 공공주택보다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공공성을 특
징으로 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 경향은 신청자격에서 소
득기준을 없애고 기존 주택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자주형 상품주택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중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조치가 베이징의 지역적 실행
차원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축소, 시장기능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오히려 기존의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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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택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시장화 관성

사회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였다
는 중국에서 왜 자본주의 도시국가와 유사한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을
까? 여기에 대해 4장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 주택모델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주의적 주거권의 보호보다는 시
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거 공공성이 약화되는 과정에 따른 것임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토지국유제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한 시장 지배
력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 전환을 주도함을 밝혔다.
하지만 주택문제의 양상과 국가의 주택정책은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주택정책 역시 1998년 이후로 일관되게 시장화 전략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1998년 주
택상품화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주택을 둘러
싼 여러 가지 상황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문제의 양상도 기존 사회주
의 주택시스템 하에서와는 달라졌다. 달라진 정책 환경 하에서 중국 정부 역시 사회주
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 이후 여러 가지 주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특히 이 중 2007년 이후의 시기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앞서 분석한 정부 주도의 시장화라는 중국 주택시스템 전환의 성격이 변화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기에서 실제 주택정책의 집행이나 주택문제의 양
상은 현상적으로 이전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정
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의 장이 되는 지방 스케일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주의 목표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의 주택시스템의 양상에 있어 자본주의적 전환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정
부의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전환과
대립되는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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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방정부의 가치충돌과 보장성주택 정책의 성격변화
1)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과 공공성 강화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에도 중국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택정책
에 있어 몇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
라 주택정책에 있어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정책적 우선순위 여부와 주요 주택공급
체계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중국의 주택제도의 변화를 그 특징에 따라 2003년과 2007년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
기로 구분한다95)<표 Ⅲ-5, Ⅵ-1 참조>.

<표 Ⅵ-1> 주택상품화 이후 주택정책의 시기 구분과 주요 특징
구분

주택시장 형성기

상품주택 강조기

주택공급 다양화 시기

시기

1998~2003

2003~2007

2007~

경제적용주택

상품주택

공공임대주택

매매

매매

임대

공공주택

민간주택

공공주택

대표주택유형
및 특징

특히 이 중에서 2007년 이후의 시기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에서 중
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1998년 이후부터 시작해 2003년의 조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시장 기능의 강화 추세에서 다시 보장성주택 제도의 확대와 주택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책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
와 성격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특히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대주

95)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중국 주택정책의 시기구분은 연구자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이 중 2007년
이후까지 포함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는 박인성·조성찬(2011)은 경제적용주택 등장시기
(1998~2003년), 상품주택 중심시기(2003~2006년), 보장성주택 강조시기(2006년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满燕云(2012)은 주택시장형성기(1999~2006), 주택공급체계 다양화 시기
(2007년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邱道持(2012)는 1998~2006년과 2007년~2009년,
2010년 이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2007년은 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 재강조, 2010년은 공
공임대주택 공급의 본격화의 이유로 정책의 전환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2003년, 2007년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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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제도는 기존에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잔여적 모델의 역할만을
부여받았던 임대형 공공주택을 보장성주택 체계의 중심적 제도로서 새롭게 설정되었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 적극적 시장화와 서민 주택문제의 심화
시기별 주택정책의 양상과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주택상품
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주택시스템 하에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열악해진 도
시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능력 부족 문제를 시장 기능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모색한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도입 배경으로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지
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의 성장 역시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로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满燕云, 2012). 따라서 주택상품
화 조치와 함께 시작된 주택시장 형성기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시장화 과정이었으며, 공공주택 역시 시장의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경제적용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96).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품주택 강조기는 앞 시기의 시장화 전략이 더욱 확대
되고 강화되는 시기로 이 때의 공공주택 공급은 상품주택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만이
부여받아 빈곤계층의 주거보장이라는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로 성격이 한정되었다.
1998년 이후 성공적인 상품주택 시장의 형성과 부동산 붐을 통한 GDP 증가에 대한
압력의 증가에 따라 상품주택을 전체 신규주택 공급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는 주택시스템이 시장화라고 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
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는 명확한 특징을 보인다. 시기의 구분은 주택정책
96) 경제적용주택이 임대가 아닌 판매 방식으로 결정된 점,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용주택이 제도 개
혁초기 주도적인 주택공급 형태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중국정부가 과거 공공주택
의 경험으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1997
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확대에 임대주택보다는 판매주택이 더 유리하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Zou, 2014). 경제적용주택의 도입이 사회안전망의 확대라는 주
거복지적 측면보다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은 1998년 통지에 이어 발표된
<경제적용주택의 대대적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大力发展经济适用住房的若干意见)에서
“경제적용주택 제도 발전의 목표는 주택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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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시장화 / 비시장화라는 대립적 속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동일 경향에 있어
정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주택상품화 조치의 초기 목적이 별도의 전환과정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 도시의 주택문제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데, 상품주택의 전면적인 공급 확대에 따라 중국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주택 가격이 상
승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2003년 중앙정부는 <부
동산의 지속적인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房地产市场持续健康发展的通知, 국
무원 제18호 문건)를 통해 주택시장의 중심을 ‘보통상품주택’으로 설정하였는데, ‘보통
상품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지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를 중심
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통상품주택 확대에 따른 조치들이 상품주택 전반에
대해 적용되어 주택 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자율적인 시장의 성장 기조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
한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2005년 ‘国八条’로 불리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가격의 실질적 안정화에 관한 통지>(关于切实稳定住房价格通知, 국무원판공실
제8호 문건)에서는 저가 보통상품주택 및 경제적용주택의 공급확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 억제, 부동산 개발기업 및 개인의 자금대출 축소 등을 포함하였고,
2006년 ‘国六条’로 불리는 <주택공급체계 조정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관한 의견>(关
于调整住房供应结构稳定住房价格的意见, 국무원판공실 제37호 문건)을 통해서는 다시
주택구매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주택 거래시 영업세와 개인소득세 징수, 중저가
ㆍ중소형 보통상품주택과 경제적용주택, 염가임대주택 등의 용지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해 신규 주택을 소형주택 위주로
이끌어 합리적인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강화하도
록 주택공급체계의 조정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
격의 상승세는 계속 되었으며,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满燕云, 2012; 백승기, 2012).
즉, 주택상품화 조치를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시장요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극도로 열악해진 도시의 주택상황을 개선시켰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체계는 주택의 지불가능성 문제와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
키면서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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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공공주택 제도의 강화
후진타오를 중심을 한 4세대 지도부 체제가 시작된 2002년 중공 16대 당대회에서
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97)사회 수립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사회가 보다 조화(和谐)
로워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2004년 중공 16기 4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주
석은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2006년 중공 16기
6중전회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4세대 지도부가 내세운 ‘조화사
회’의 기본 취지는 그간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
차 등 각종 불균형을 해소하고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이
도기, 2008).

‘조화사회’라는 개념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 전환은 개혁개방 초기

부터 선부론의 관점에서 추진된 성장일변도의 뷸균형 발전전략에서 분배와 사회정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균형적 성장논리에 기초한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방향으로 정책
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의 열매가 일부 계층에 집중
된 것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흡수 가능한 한계상황에까지 도
달하였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적 이념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이
문기, 2006).
주택분야 역시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화 조치로 인해 시장의 양적 확대는 이루었
지만 급격한 가격상승과 주거 공공성의 약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정책 역시 정부의 기조를 따라, ‘조화사회’의 이념을 주거 분야에
서도 실현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를 모색한다. 2007년 발표된 <도시저수입가
구의 주택곤란 문제 해결을 위한 약간의 의견>(关于解決城市低收入家庭住房困难的若
干意见, 국무원 제24호 문건)은 기존의 극단적인 시장 접근을 수정하고 사회주택 공
급 필요성의 재강조하면서 염가임대주택을 다시 보장성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
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와 시장기능을 강조하던 기존의 주택정책
이 질적 전환을 시도한 기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주택정책 전환이 중
앙 지도부의 새로운 이념적 시도를 반영한 일련의 조치라는 점은 국무원 제24호 문건
97) 덩샤오핑은 1987년 열린 중공 13대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론에 근거한 중국의 발전단계를
원바오(温饱)-샤오캉(小康)-따통(大同)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원바오(온포)는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리키며, 샤오캉은 의식주문제가 해결된 뒤 어느 정도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뜻한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2002년 출범과 함께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를 4배 끌어올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강현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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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설명한 정책의 도입배경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건설과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목표 요구에 따라, 도
시저수입 가정의 주택곤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주요사업
과 주택제도 개혁의 주요내용으로 삼아....”

이에 따라 주택보장 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중·저수입가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이를 위해 염가임대주택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용주택 제도
의 개선과 규범화를 골자로 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주택보
장체제로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住房和城乡建设部政策研究中心 中冶置业
集团有限公司 联合课题组，2011; 邱道持,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주택정책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2007년 이후의 주택
정책의 변화를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가치와 공공성의 강화로 평가한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상품주택 위주의 공급구조 전환과 보장성주택의 주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서민 주거문제의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
입하고 보장성주택 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국면
을 전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주택문제를 시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
단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이 저소득 계층 및 주거빈곤 가구의 기초적
인 주택소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공공주택을 도시화를 촉진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다시 간주한 것이다(Logan et.
al., 2010; Chen et al., 2014). 邱道持(2012)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하나의 다리로
길을 걷다가 드디어 두 개의 다리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비유하면서 강화된
공공주택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2007년 이후의 보장성주택 정책의 전환을 통해 사회주의적 가치
의 확대와 분배의 강화,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하였는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007년 이후에도 기존의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은 어디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98년 이후 일관되게 진행되던 주택시
스템의 시장화가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가의 개입과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
로 전면적인 전환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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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고 공공주택이 확
대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실제 주택정책이 집행되는 지방 단위에서의 정책 실행
의 양상은 오히려 정책적 전환이 아닌 기존의 시장화 경향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방식
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 여기에는 정책의 실행주체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전
환과는 달리 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화의 관
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실행양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시
기를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적 이해관계와 정책목표의 불일치
기본적으로 중국의 보장성주택 정책은 중앙이 제정하고, 지방이 집행을 담당하는 구
조로 이루어진 체계이다.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은 여전히 법률보다는 행정규장이나
통지 등에 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르게 하
고 있다. 2010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제3차회의 기간 주택보장법의 필
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건설부에서 입법 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까지 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불균등
한 정치적 지위와 권력, 그리고 행정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두 정부 간의 정책 선택에
있어 가치선택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실행
단계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그 성격이나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1) 중앙정부가 처한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중앙정부는 정책 결정의 최고 결정자로서 거시적 관점에 입각해 과학적 발전관에
따른 조화사회 건설의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집권체
제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신중국을 건설한 혁명 1세대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산
당 지배체제와 지도층의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
지만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공산당에 입당한 기술관료가 중심이 되는 후진타오 체제의
4세대 지도부는 이전의 지도부에 비해 공산당 지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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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4세대 지도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추진 이외에도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친서민적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 재정능력의 향상을 추구해야 함
과 동시에 사회보장과 민생 역시 동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으
며,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성장의 불균등 분배에 대한 조치로 2007년 이후 보
장성주택 정책의 성격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주거권 보장과 민생개
선의 수단으로 전환하였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4세대 지도부가 제시한 조화사회의 건설이라는 구호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정책이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아
니라, 성장 중심의 정책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분배와 공평성을 강화하여 조화
를 이루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이후 중국 공산당의 통치이
념과 통치의 정당성이 사실상 공백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통치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취 때문으로, 샤오캉 사회의 실현과 정권의 안정
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의 유지가 중요한 전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화사회 개념의 도입 이후에도 분배가 보다 강화되었을
뿐 기존의 성장 지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이문기, 2006).
이를 위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투자 및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주택 건설을 통한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요한 의
미를 가졌다98). 하지만 이전의 시장 지향적 정책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제
기됐던 상황에서 기존의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화
사회의 건설 목표에도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
으로 새롭게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en et al.(2014) 역시 2007년의

98) 이러한 중국 정부당국의 관점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2016년 3월에 열린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우려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재의 시
점에서도 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공급의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
다. 즉, 중국 주택정책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강화를 목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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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주택 확대 정책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을 과거로의
회귀나 개혁 전 복지시스템의 복원으로 봐서는 안 되며, 오히려 중앙정부가 시장경제
내에서 복잡한 도시 주택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2007년 이후 정책목표는 성장에서 분배, 또는 시장에서 공공으
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기조에 강화된 공공성이라는 목표가 추가된 ‘확장’으
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성장으로 귀결되는 지방정부의 명확한 목표
이에 반해 실제 보장성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는 중앙정부에 비
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하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앙 정부에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
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관료들에 대한 업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
제지표, 즉 성장률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단순히 이전과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수동적인 지역적 대리인
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하였으며, 이 때 지
방정부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많은 도시들이 기업주의 도시
(entrepreneurial city)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때 도시가 가진 최대의 자원이 바로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는 기업가주의 도시 전략의 가장 큰 수단이자 도구가 되
었는데, 특히 1994년 분세제 개혁99)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
하지 않은 채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토지는 지방정부에 있어 부
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이전 사회주의 중국에서
토지국유제를 실시한 것은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라는 사회주의 가치에 따른 것이었지
만, 개혁개방과 이후의 경제 발전 우선정책에서 토지는 생산수단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로 그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Zhu, 2005; 백승기, 2015).
99) 분세제는 한 국가의 모든 세목을 과세권이 미치는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세와 지방세로 구
분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1994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분세제 개혁을
실시하여 모든 세목을 중앙세, 지방세 및 공유세로 재분류하였는데, 중앙세에는 소비세, 차량취
득세, 관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며, 지방세에는 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토지증치세, 재산
세, 도시재산세, 차량선박세가 포함되었다. 증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도
시보호건설세 및 인지세는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공유세로 분류되었다(김경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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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서는 주택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산업용지 공급을 원래의 의도만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의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작
용한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과다한 토지공급으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여 지방정부
의 토지유상양도(土地出讓) 수익 역시 감소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손실은 특히 경제적용주택과 같이 국유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정배
정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행정배정 방식의 토지공급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기대되는 토지사용권 판매수익이 축소된다는 점
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대
도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수익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토지사용권 가격의 상승은 경제적용주택의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 역
시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베이징의 경우 토지사용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용주택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이 2010년 1㎡당 7,320元원으로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2년과 비교할 때에는 11배 이상 증가하
였다.

<표 Ⅵ-2> 베이징시의 경제적용주택 건설에 따른 기회비용
(단위: 만㎡, 元/㎡, 억元, %)

연도

경제적용주택
판매면적

단위면적당
기회비용

경제적용주택
건설 기회비용

재정수입

재정수입 대비
비율

2002

220.7

636

14

600.96

2.33

2003

320.0

1625

52

665.94

7.81

2004

306.3

2020

62

830.03

7.47

2005

304.0

2806

85

1007.35

8.44

2006

176.3

3376

60

1235.78

4.86

2007

100.1

3484

35

1882.04

1.86

2008

108.3

3779

41

2282.04

1.80

2009

82.2

5724

47

2678.77

1.75

2010

49.5

7320

36

3810.90

0.94

출처 : 佘宇(2012), p.25
*단위면적당 기회비용 = 건축면적당 평균지가 = 시전체 토지사용권계약비용/계획건축면적 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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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효용을 최대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지만, 지방정부는 오로지
개별 경제인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이 큰 경제적용주택이나 장기간의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공임대주
택 보다는 시장 수단을 이용해 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을 달성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 1998년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보장성주택 체계의 시장화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과 책임
을 줄여 기존의 과도한 정부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손쉽게 보장성주택을 공급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역시 선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체적으로 호응하게 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 조치는 지방정부
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이
해관계 및 가치선택과는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도 상이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세부목표의 수립과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이 지역적 차원에서 실행이 될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어느 정도 수정과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
해 2007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장성주택 정책의 공공성 강화 역시
지방정부의 실행과정에서는

‘전환’이나 ‘확장’이 아닌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존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지방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장 지향적 주택제도 개편
(1) 분양형 공공주택 제도의 확대 강화
2007년 이후 중국의 정책 전환의 성격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제
도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공공임대주택의 도입에 있다. 이것은 분양형 공
공주택의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속하고, 퇴출과 순환기제를 구축하기 힘들며, 저소득층
에게 주택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보장성주택 제
도를 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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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静宜 等, 2015). 베이징시 역시 12·5 기간 동안 보장성주택 정책의 핵심기조를 기
존의 ‘以售为主’에서

‘以租为主’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분양형

공공주택 중심의 구조를 바꿔서 임대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보장성주택 공급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대대적인 시행을 결정한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경제적용주택 보다 대상 계층을 확대한 가격상한주택을 도입하였으며,
정책 초기에는 공급 규모 역시 가격상한주택이 공공임대주택보다 앞서 있었다. 2013
년 베이징 시가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신청, 심사, 분배정책의 진일보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完善我市保障性住房申请, 审核, 分配政策有关问题的通知, 시건위 제
5호 문건)에 따라 주택보장 방식을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租售并举，以租为主’(임대
와 분양을 모두 포함하고, 임대 방식을 위주로 함) 방식으로 변경하고, 모든 보장성주
택의 행정적 절차를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재편한 시기에도 이 조치와 거의 동시에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를 새로 제정하였다. 자주형 상품주택을 포함할 경우 공공임대주
택으로 대표되는 임대 방식의 공공주택은 분양형 공공주택에 비해 그 양에서 결코 우
위를 점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이 경우 새로 도입된 자주형 상품주택의 건설규모 다
른 보장성 주택 유형 전체의 건설규모에 육박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베이징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시장 지향적 주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자주형 상품주택이다. 이전에 도입된 경제적용주
택,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제정한 제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입 후 실행과정에서 공급비율과 시기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단화 한 것이라면,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 도입과는 관계없이 베이징 지방정부에서 단
독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지방 정부의 의도가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공식적으로 임대 방식을 위주로 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선언한 것과는 별도로
실제 지방정부의 정책의도는 여전히 분양주택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분양형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분양형 주택의 확대는
자본의 순환 기간을 줄이고, 빠른 정책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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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 대한 열망도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책수단이 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입
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쉽게 포기
하기 힘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택의 탈상품
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의 경우 국가개입을 통해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심지어 공공 스스로 민간개발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Chen,
2011) 주택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2) 비공식적 방법을 활용한 시장화의 지속
중국의 정치구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는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
정부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개
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방식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따
라서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는 지
방정부의 시장화 지속 경향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
로 추진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선택은 때로는 ‘꼼수’를 동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러한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对策)”이다. 즉, 중앙정부가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막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관성화된 지방에서는 곧
바로 이를 모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중앙
정부가 12·5 계획을 통해 보장성주택 10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에 하달
하였을 때, 허난성, 장쑤성 등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목표량을 완수하였다고 공식적으
로 발표하였는데 실상은 계획의 하달 이전에 건설 중이던 기숙사, 사택 등을 신규 보
장성주택 건설물량에 포함시킨 것이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도 약간의 행정적 조치만 취한 후 착공물량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谭羚雁·娄成武,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베이징시 보장성주택 정책의 차별적 특성으로 가장 먼저 언
급하였던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수단의 활용이 보다 가시적이고 공
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베이징시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는 분양형 주택이라는 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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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대상계층과 최소화된 정부의 개입범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의 보장성주택 유형보다 더 친시장적 공공주택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
징 지방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은 지방정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중
앙정부와는 반대되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지방정부의 비공식적 시장화의 경향은 드러
난다. 자주형 상품주택은 토지공급 방식이 가격상한주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공급
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역시 유사하다. 구매자에 대해서도 상품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신 5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는 점이나 전매제한 기간의 경
과 후 판매시에 가격 차액의 30%를 공공이 회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
품주택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주형 상품주택은 그 성격에 있어 사실상
분양형 공공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성주택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베이징 시정부는 자주형 상품주택을 상품주택과 보장성주택의 중간에 해당하는 속성을
지닌 형태라고 규정하고, 주택유형의 분류에 있어 자주형 상품주택을 보장성주택이 아
닌 상품주택으로 분류한다100). 보장성주택이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포장하고 업
적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
실상 보장성주택에 준해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식 통계상으로는 상품주택에
포함시키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형 상품주택을 보장성주택에 공
식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중앙정부가 제시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주택 체계
의 구축과 이에 따라 베이징시에서 수립한 보장성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
로 공급한다는 <베이징시 주택보장계획>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점
이다. 따라서 베이징 시정부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시
장의 성장과 주민들의 구매력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성장에 필요한 외지 출신 인재의
정착 유도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해 시장화된 방식의 새로운 보
장성주택 유형을 도입하였지만, 이를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축소하고 부인하게 되는 역
설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100) 자주형 상품주택은 북경시 시건위에서 발표하는 여러 계획과 문건에서 보장성주택 현황에 포
함되지 않으며, 예약판매허가공시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상한
주택과 달리 상품주택 항목에 포함된 채 속성에만 자주형 상품주택임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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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적 수단의 활용과 정부개입의 축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장성주택 공급계획을 하달함에 있어 보통 지역별 목표 수
치와 개략적인 비중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수립은 지방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이로 인해 지방장부는 보장성주택의 공급에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보장
체계만을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苻后林, 2011).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보장성주택 제도의 확대 강화를 시도
한 이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방정부가 보장성주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은 보장성주택의 건설과 배정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
개입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베이징의 보장성주택 체계의 신규도입 과정을 보면, 가격상한
주택, 자주형 상품주택 등 새롭게 추가되는 주택 유형은 기존의 보장성주택의 수혜자
범위보다 소득계층의 측면에서 상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상대적으로 주택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집단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새로운 보장성주택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적어지며,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가 건설이나 배정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
는 범위 역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제적용주택의 경우에는 정부가 행정 배정 방식으
로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입주자의 자격 심사와 선정을 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5년
경과 후 매매를 할 경우에 정부는 선매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경제적용주택보다 늦게
도입된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토지는 유상출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자격 심사와
선정, 선매권의 행사만을 정부가 담당한다. 이에 반해 가장 최근에 도입된 자주형 상
품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 심사와 분양까지도 부동산 개발기업이 직접 담당하고 정
부는 결과에 대한 승인만을 할 뿐이며, 선매권 역시 가지지 않는다.
또한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보장성주택만을 별도의 단지로 건설하기보다 일반 상품주
택과의 공동건축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대규모의 개발 계획
을 수립하지 않고도 예정된 개발사업을 활용해 보다 쉬운 방식으로 보장성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전국적으로 공동건축 방식으로 건축되는 보장성주택 단지의
경우 전체 단지 건설규모에서 보장성주택의 비중은 10~15%가 일반적이지만(岳静宜
等, 2015), 베이징의 경우 이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3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즉 베이징 시의 경우 지방정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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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발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지방정부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보다 원활한 계획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
였다.
보장성주택의 건설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
장, 즉 부동산 개발기업의 개입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보장성주택
의 주거 보장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며,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를 통한 주거권의 보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개발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 건설과정 참여를 통해 얻는 제한된 이윤 이외에
더 확대된 이윤 추구 기회를 가지게 되며, 참여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 행위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개입 축소와 간접적 수단
의 활용은 시장화의 확대 강화라는 측면에서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주택의 공공성 강화와는 반대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7년 이후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의해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보장성주택의 공급과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베이징 시는 공
개경쟁 방식으로 주택용지 사용권을 판매하면서 자주형 상품주택의 공동건설을 조건으
로 제시하였는데,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토지수입과 함께 상당 규모의 자주형 상품주택의 건설 역시
가능해 진 것이다. 해당 토지를 전부 상품주택 용지로 판매하는 경우에 비해 토지사용
권 판매수익의 총액은 줄어들지만,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그 차액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보장성주택의 공급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선정부터 계약까지 모두 부동산 개발
회사의 책임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더욱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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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회사들, 베이징 자주형상품주택 ‘광풍’>
中国商网-中国商报, 2013-11-12
2013년 11월 열린 자주형 상품주택 토지 8필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판매의 경우, 2필
지는 자주형 상품주택 집중건설 필지로 ‘분양가 제한, 토지가격 경쟁’ 방식으로 공
급되었으며, 4필지는 ‘토지가격 제한, 자주형 상품주택 면적 경쟁’ 방식을, 다른 2
필지는 ‘토지가격 제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경쟁’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이날 가장 인기가 있었던 토지는 차오양 동바남구의 토지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많은 개발상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12회의 토지가격 경매에 이어, 28회의 자
주형 상품주택 면적 경매 후 保利首开联合体이 21억元에 사용권을 낙찰받았다. 낙찰
조건은 5만㎡의 자주형 상품주택을 2만2,000元/㎡에 공급하고, 9,900元/㎡에 가격상
한주택 8,500㎡를 공급하는 조건이다. 이 가격을 고려할 때 건축면적당 토지가격은 3
만元/㎡이다.
中原地产市场研究部의 분석에 따르면 가격상한주택과 자주형 상품주택 건설에 따
른 요소를 공제할 경우 실제 건축면적당 토지가격은 3만 7,000元/㎡을 상회한다. 현
재 동바구역의 후분양 상품주택인 北京奥林匹克花园의 3만 7,000元/㎡이다. 밀가루
가격이 빵 가격 보다 비싼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방정부는 1998년 이후 이어진 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
주의적 전환 과정에서 중앙정부 보다 더욱 적극적인 시장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시장화 경향은 중앙정부가 비시장화 경향을 강조하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
한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주택시스템의 시장화를 지속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주도의 시장화라는 특성에 있어 시장화 주도의 주체는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지방정부의 시장화 관성과 지속적 시장화의 양상은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수동적
실행자로서의 지방정부가 아닌 적극적, 독자적 정책실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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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와 시장-수요자의 동조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전환과는 대립
되는 시장화의 지속을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정책의 전환은 단순히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체계의 내외에 자리
하고 있는 여러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
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Jessop(1990)은 국가의 정책결정은 관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힘과 세력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충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략 관계’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정책의 전환은 이러한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이룬 전략적 관계와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
책의 결정과 전환은 지방정부의 정책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방정
부의 공공정책 전환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정치관료들에 의한 일방적인 가치판단의 결
과가 아니라 지역 내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상호작용 및 전략적 선택의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제도의 전환이라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특히 지역 스케일에서의 관계의 양상을 분석하
고, 중앙정부가 시도한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정책전환이 지방정부의 실행
과정에서 기존 시장화의 유지와 확대로 변형되며, 지역 내에서 수용되는 원인과 과정
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보장성주택 정책의 실행을 위한 게임과 시장화의 선택
중국의 보장성주택 정책의 실행양상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게임이론을 활용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谭羚雁·娄成武, 2012; 岳静宜 等, 2015). 이들 각각이 본 연구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적 실행양상과 정책의 성격변화를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이를 조합할 경우 개략적인 설명틀을 구축할 수 있다. 크게 보았을 때 보장성
주택의 정책방향 수립과 집행에는 두 가지의 게임이 전개된다. 먼저의 게임은 중앙과
지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앙이 정책을 제정하고, 지방이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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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비협력적 게임이 발생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지위와 권력, 수단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정
부 간의 정책 선택에 있어 가치선택은 상이하게 나타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어진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정과 전면적인 지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보호에 대한 사명을 가진다. 실질적
으로는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대립적 가치를 모두 추종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공산당 지도체제라는 중앙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2007년 이후 중앙정부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사회양극화의 개선,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인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의 실현 정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발전 상황 하에서 지방정부는 ‘경제인’으로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며, 보장성주택의 지속적 시장화
의 모색이라는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장성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지방정부의 집행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확대로 이어지는 균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게임은 지역 스케일에서 보장성주택의 건설에 있어 시장의 참여가 확
대되는 과정으로 이것은 협력적 게임에 해당하는 사슴사냥 게임101)에 해당한다(岳静
宜 等, 2015).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보다 시장화의 지속이 더 지
방 차원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재정과 가용자원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
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상 필요한 공공주택의 양과 시기를 맞출 수 있고, 시장
은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없는 명시적,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즉 두 주체는 모두 보장성주택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이익
이 되기 때문에 보장성주택의 건설에서 시장의 역할은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 필요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고 정책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건축
과 분양형 공공주택이 보장성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한 형태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수요자이면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101)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온 우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두 명의 사냥꾼이 서로 협력하
여 힘을 합치면 사슴을 사냥할 수 있지만 각자 사냥을 하면 토끼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다다. 당연히 토끼를 사냥했을 때보다 사슴을 사냥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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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구매 수요자)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자산 형성의 기대, 차익의 실
현 등 여러 측면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지지를 보낸다.
즉, 이를 종합하면 보장성주택 정책의 실행양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지방
정부, 그리고 공공/시장 간의 2가지 게임이 전개되고 있으며, 보장성주택 정책의 실행
이 계획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성의 강화가 아닌 시장화의 강화로 진행되
는 것은 정책 실행의 장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곳이 아닌 지방의 공간적 스케일이며, 이로 인해서 지방정부와 지방 행위자
들의 이해관계가 지역적 실행양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림 Ⅵ-1> 지역적 실행양상의 전환과 시장화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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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세력의 집단화와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중국의 도시지역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에서 주거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보장성주택 정책은 여러 계
층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수의 주택유형을 갖추게 되었
다. 하지만 확대된 공공주택 정책은 절대적 주거빈곤 또는 전체적인 주거수준의 향상
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분양형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의 분양가격을 낮춰 구매가
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노력을 통해 전체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보다 많은 대중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차의 축소 대신 소외계층 규
모의 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즉, 공산당 지도체제의 정당성이 사회주의 통치에서 경제
적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대한 압력과 동시에 성장의 결과를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 부분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주택은 소수의 상층계급에게만 부의 원천이 되고 있지 않다. 주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보다 넓은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Somerville, 2005), 주택시장은 투기적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 역시 주택보유와 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자식 세대로 이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신진욱·이은지, 2012). 따라서 개별 가구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과 자본 수
익을 안겨줄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가구를 주택구매
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측면 뿐만 아니라 여기의 부작
용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으
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투기세력의 집
단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
게 되는 것이며, 새롭게 주택을 통한 자산축적에 도전한 기회를 제공받은 수요자 대
중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시장화와 분양형 공공주택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서 새롭게 보장성주택 체제에 편입되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
게 되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 구매여력을 갖춘 중등
소득 이상의 계층이 된다. 즉, 정부의 지원과 개입의 정도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지만

- 195 -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하며 사회적으로도 조직화
된 세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농민공 등 비공식적 계층보다는, 지역의 성장을 이
끌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정책적 혜택을 추가하는 것이며, 중산층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 수요자
계층에 편입되어 자산의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보장성주택 체계에서 분양형 공공주택의 경우 전매기간의 제한을 가하며, 일반 시장
에서 주택을 재판매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징의 분양형 공공주택의 경우 경제적용주택은 2008년 4월 이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뒤 시장판매시 구매시의 가격과 현재 일반상품주택 가격 차액의
10%를 납부하고, 2008년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는 70%를 납부한다. 가격상한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차액의 35%를 납부하고, 자주형 상품주택은 30%를 납부한다.
이것은 보장성주택의 원 구매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지는 데에는 정부의 토지출
양금 수익의 일부, 각종 행정비용의 일부 등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비용의 보전 측면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납부비율이 실제 정부의 지원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오히려, 명목상의 토지 소유주인 국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강력한 토지 공공성에 기반하여 매매차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분양형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이징의 분양형 공공주택에 대해 2014년에 건축된 보장성주택의 5년 후 재판매시
매매차익을 추정해 보면, 주택 1채를 통해 발생하는 총수익은 가격상한주택의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주형 상품주택, 상품주택, 경제적용주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형 상품주택과 가격상한주택의 경우 분양시 일반 상품주택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일반 상품주택을 사
는 경우보다 더 큰 매매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시장참여의 제약조건인 신청
대상 조건만 충족할 경우 보장성주택의 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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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주택유형별 매매차익 추정
(단위: 元)

지역

단지명

유형

분양
가격

京西嘉苑

경제적용

8,000

京西嘉苑

자주형

西悦中心

5년 후
가격

세액

수익

총수익

38,265.7 30,265.7

21,186.0

9,079.7

544,782

19,500

38,265.7

5,629.7

13,136.0 1,182,240

가격상한

9,000

38,265.7 29,265.7 10,243.0

19,022.7 1,712,044

-

상품주택

23,760

38,265.7 14,505.7

2,901.1

11,604.6 1,044,412

순의

金地悦景台

자주형

19,000

41,137.3

22,137.3

6,641.2

15,496.1 1,394,647

后沙峪

-

상품주택

25,543

41,137.3

15,594.3

3,118.9

12,475.4 1,122,786

통저우

铭悦雅园

가격상한

5,800

37,257.5

31,457.5

11,010.1

20,447.4 1,840,266

梨园镇

-

상품주택

23,134

37,257.5

14,123.5

2,824.7

11,298.8 1,016,895

먼토우
거우
永定镇

차액

18,765.7

*5년 후 가격은 연평균상승율을 10%로 계산(2013년 상승률 16%)
상품주택 가격은 해당지역 신축상품주택 2013년 4분기 평균가격임.
상품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20% 적용
총수익은 단위면적당 수익*건축면적으로 경제적용주택은 60㎡, 타 유형은 90㎡으로 계산

특히 가장 최근 도입된 자주형 상품주택의 경우 소득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주거안정 또는 주거복지의 기능보다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기회제공의 측면이 더 크게 된다. 보장성 주택의 구입이 명확
한 자본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보장성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
로의 전환은 일반 주택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받는 점에서 거부할 명분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양형 공공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이익 추구도 적극적으로 나타
나는데, 5년으로 설정된 전매제한 기한을 채우고 나면 적극적으로 차익의 실현에 나서
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적용주택의 시장재판매(再上市) 규모가
총 333,685호에 달하는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적용주택이 건설 규모가
436,133호 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구들이 경제적용주택의 재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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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주거를 제공받는다는 의도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는 의미로 보장성주택의 시장화 방향에 동의하게 된다.
<표 Ⅵ-4> 베이징 연도별 경제적용주택 再上市 규모(公房 포함)
(단위: 호, 만㎡)

연도

호수

면적

연도

호수

면적

2004

30,223

260.4

2009

53,364

386.3

2005

31,033

245.6

2010

55,110

459.8

2006

30,022

214.9

2011

35,360

282.2

2007

34,919

257.9

2012

39,937

296.7

2008

23,717

166.4

계

333,685

2,570.2

출처: 베이징부동산연감, 2013

특히 베이징의 분양형 공공주택에 있어 5년의 제한기간 후 매매차익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매도가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분양형 공
공주택의 전매기간 해제 후 거래는 주변 지역 동일 유형 상품주택의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지원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
년 후에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핀란드가 주민들
의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분공유 주택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주택 구매에 기여한 대가로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후의 매도가격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
분공유 주택의 확대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며, 일정한 가격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서도 적정주거를 향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김용
창, 2013a).
하지만 중국의 보장성주택 제도의 경우 이와 같이 공공주택의 이익을 사회가 공유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시장가격의 거래와 일정 비율의 세금 납부에만
그치고 있어 분양형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 공공성의 확대보다는 개별 수요자의 이익과
정부의 이익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
템의 핵심 속성인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발생한 분양형 공공주택의 이익이 사회가 아
닌 구매자 자신과 일정부분을 회수하는 정부에만 온전히 귀속될 뿐, 동시대의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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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수요자와 후속세대의 적정주거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에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매도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자본이득의 배분효
과를 더 크게 가지게 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의 가구도 자본이득을 향유하고, 이를 통
해 자산기반 상대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
부가 차액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보다 정부의 환수액 만큼 매도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이득의 사유화 방지와 동시에 시장 가격의 안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적정
주거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포기한 채
차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은 정부의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 초기 보장성 주택의 공급
에 가격 제한을 주면서 입었던 토지양도금 수익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정부 이익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 목적이 주거권의 확대보다는 정부와 일부 수요자에 의한
시장화의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의 선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3) 구매시장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의 규모 확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가계연간수입의 3배에서 5배 사이일 때 일반적으로 ‘구입
여력이 있다(affordable)’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수준 및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주택가격이 가계 소득의 10
배에서 20배로 판단되고 있다(Rosen & Ross, 2000).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의 건설과 판매를 통한 내수 촉진이 가능하게 하는
주택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향상이 경제 성장 속도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인하를 통해 구매가능 계층을 확대시키는 조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장성주택 제도는 유용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시장 규제를 통
해 전체적인 가격을 억제하는 것보다 특정한 집단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시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택 구매수요
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토지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특정 주택유형의 가격을 통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주
택구매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던 중·저소득 계층의 진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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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주택 유형이 경제적용주택 이었으며, 대상계층은 중저소득 계층에 한정되었
다. 이후 지속적인 개발과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요계층을 다시 한 번 확
대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고소득 계층을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
형 공공주택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상한주택과 자주형
상품주택이 차례대로 도입되었고, 대상계층의 소득기준은 계속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다시 한 번 2013년 자주형 상품주택 제도의 도입은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주형 상품주택의 대상 조
건에는 소득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베이징 호구를 가진 경우에는 이미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자주형 상품주택은 더 이상 주거 안정이라는 측
면에서 의의를 상실하고, 구매가능성의 확대와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게도
시혜성으로 제공하는 대중 영합주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의 안정과 수요 창출울 통한 부동산 시장의 자본순환주기의 단축, 시장의 확대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2013년 착공한 자주형 상품주택의 1㎡당 평균분양가격은 1만 6,716.7元 으로 기
준면적인 90㎡의 주택을 가정할 경우 총 분양가격은 150만 4,503元 이다(표 Ⅵ-5
참조). 이를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5로 적용하면 평균적인 자주형 상품주택의 구매
가능 계층은 10만 300元 이상의 소득집단에 해당하는데, 이 기준은 2013년 기준 베
이징시의 평균임금 9만 3,997元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징시에서 안
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주형 상품주택의 잠재적인 구매계층에 포함
되게 된다. 이것은 자주형 상품주택이 정책 목표대로 일반 상품주택 가격에 비해
30% 가량 저렴해 지면서 새로운 잠재적 수요계층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자주형 상품주택을 외지 호구를 가진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게 허용함으로써
지역에 고착된 폐쇄적 시스템의 속성을 가진 분양형 공공주택 시장의 대외적으로 개방
해 지역의 주택 구매수요를 보다 더 확대하려는 의도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00 -

<표 Ⅵ-5> 베이징시 평균임금 변화

(단위: 元)

연도

평균

국유기업

집체기업

기타기업

1980

848

889

635

-

1985

1,343

1,367

1,231

1,768

1990

2,653

2,713

2,334

3,243

1995

8,144

8,237

6,516

10,278

2000

15,726

15,483

9,844

19,165

2005

34,191

39,067

14,695

32,324

2010

65,683

70,320

26,607

65,755

2013

93,997

97,356

42,482

94,513

출처: 베이징통계연감, 2014

부동산 개발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상품주택 개발이 가능한 환경에서 분
양형 공공임대 주택으로 개발 방식이 전환될 경우 기대 가능한 이윤의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매경로의 확보와 위험요소의 제거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보장성주택의 확대는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우 보장성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임대주택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분양형 공공주택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빠른 자금
회전과 선분양을 통한 투자비용의 확보가 가능한 분양형 주택에 비해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과 운영에 따른 투자비용의 부담이 훨씬 크며, 투자자금의 회수 역시 장시간이 소
요된다. 또한 준공 후 임대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구가 재구매 해 주
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사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퇴출기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재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钟治峰,
2013).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회피가 불가능한 선택의 상황에서 공공주택
의 공급이 분양형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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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결
본 장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자본주의적 주택문제 지속의 원
인을 지역 스케일에서 주택시스템이 실행되는 양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살
펴보았다.
1998년 이후 중국의 주택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과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
격의 문제로 인해 사회갈등의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2000년 대 중반 이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조화사
회’라는 개념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들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불균등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선부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와 분배의 강
화를 통한 성장과 안정의 조화적 관점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정책의 중요
한 축을 형성하는 보장성주택 정책 역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 하에서 2007년 이
후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라고 하는 임대형 공공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하
는 전환을 추진하였다.
2007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장성주택 정책의 전환은 기존의 연구들
에서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가치와 공공성의 강화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하지만 실제 보장성주택 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살펴볼 경우 중앙
의 정책 전환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장성주택의
확대가 일반적인 차원의 공공의 역할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주택
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 부동산 개발기업이 공공주택 건설
과 공급을 주도하는 한편 정부는 정책수단을 활용한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고
간접적인 개입 방식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분양형 공공주택 중심의 사업시행이 다양한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이징 지방정부의 경우 자주형 상품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양형 공공주택 제도를 지역적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중
앙정부의 정책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보장성주택이 실행과 주택문제
의 양상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적 차이에는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
방정부의 주도하에 중앙정부와 상이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가치에 따라 정책 실행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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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중앙정부가 주택문제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기에서 실제 주택정책의 집행이나 주택문제의 양상이 이전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의 장이 되는 지방 스케일에서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주의 목표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즉 실제 중국의 정부 주도의 시장화라는 중국 주택시스템 전환의 성격을 결정하
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이러한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주택시스템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은
채 단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주택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정하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장에서 살펴 본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
양상은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가
주택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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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요약 및 결론

상하이 푸동 지구의 마천루에서, 베이징 도심에서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독일산 고
급자동차에서, 베이징 왕푸징 보행가의 대형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그 누구도 중국이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국은 헌법
전문에서조차 당당히 밝히고 있듯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
제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을 과연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
런 논란 속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밝히기 위한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이
중국의 땅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소유라는 점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임을 공표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그 중 도시토지가 국가 소유인 전민소유제를 따르
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가관이나 국가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가
필수요소로 포함되는 주택영역과 주택정책은 사회주의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가? 중국의 대도시 주택가격상승률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미 베이징, 상하이 등은 서울의 주택가격을 뛰어넘었다. 동시에 농민
공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성중촌 등 비공식적 주거지 역시 남아있으며, 젊은 층의
주택 구입 문제, 미분양 문제 등 우리가 자주 보아오던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에서 제기되는 주거공간의 상
품화와 주택의 계급적 소비 등의 문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에서도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즉 중국의 주택 영역에 있어서만은 제
도적,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주택시스템의
어떠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
템의 형성과 실행의 양상으로, 개혁개방과 주택제도의 전환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형성되는 과정을 개괄하고, 중국의 공공주택정책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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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제도별 시행방식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중국
의 보장성주택 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 여러 계층이
주택의 적절한 구매력을 갖추도록 하는 저렴주택의 개념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보장성주택 제도의 도입 이후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보장성주택
건설사업을 DB화 해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주택이 초기에는 경제적용
주택을 중심으로 도심 주변지역와 교외의 일부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중된 대규모 개발
형태에서 점차 공급 유형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공간적 확대와 개발 규모의 다양화까
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가격상한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개발 방식이나 비율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 차원에서 응용되고 변형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였다.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의 특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속성, 그리고 주택시스
템의 분류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체제전환을 통해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
시스템의 구체적 성격을 밝힌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주택모델
의 하위모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전환에 사회주의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주도적인 시장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두 번째로는 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성격을 밝히는 부분으로, 사회주
의 주택모델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의 여러 주택모델들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
을 재정리하여 주택시스템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
템의 속성과의 비교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구체적 성격을 밝힌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명확한 상품주택 시장의 존재와 토지국유제의 약화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모델이나 제3의 모델로 볼 수 없으며 자본주의 주택모델
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주택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로
서의 공공주택 정책을 주택시스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주거 공공성의 영역을 담당하는 보장성주택 제도 역시 시장
수단의 도입을 통해 이미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음을 보였다. 전
체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이미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모
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 전환의 당연한 결과로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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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 과정에는 사회주
의 토지국유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주도적인 시장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
다.
세 번째로는 주택시스템의 지역적 실행과 지방정부의 시장화 주도에 대한 부분으로
주택시스템의 실행양상 측면의 논의를 국가 스케일이 아닌 실제 집행단위인 지역 스케
일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주택시스템의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가치 선택의 과
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2007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보장성주택 체계의 다
양화와 공공성 강화가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장화의 방향으로 진
행하였음 밝히고, 이러한 배경에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건설기업, 그리고 수요자에 해
당하는 구매계층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합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보장성주택 제도의 확대가 명목상의 사회주
의적 가치 실현보다는 성장주의적 목표에 기반한 시장화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자본
주의적 도시문제의 완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전환 목표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의 주택시스템의 양상에 있어 자본주의적 전환을 주도하
는 것은 지방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중앙정부
의 정책전환과 대립되는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밝혔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택시스템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
제의 특징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공공주택 체계
가 가지는 특성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을 사례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적 특수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특성에 대한 접근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지역 연구에 있어 새로운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제도와 공공의 역
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보장성주택 정책의 전환에 있어 공공주
택의 확대가 있었지만 이를 공공성의 강화보다는 시장화의 경향으로 해석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한 공공주택 모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택시스템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의 자율성과 차별성에 대해, 지방정부
의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 양상을 통해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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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 주택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가 중국에 대한 해외지역연구이자 주택문제에 대한 도시지리학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국내
에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열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중국의 인기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모두 급증하게 되면서 중국을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오히
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이전에 비해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주로 중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진행되었을 뿐, 중국의 사례가 기존의 서구
국가들에 대한 연구처럼 선험 사례를 통한 교훈 내지는 시사점, 혹은 국내 적용 가능
성의 측면에서 접근되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도시화와 주택문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은 우리나라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베이징 보장성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양형 공
공주택의 개념과 시행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을 많은 지점에서
연상시킨다. 또한 동시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약화되었다고 평가한 토지국유제는 여전히 정부가 토지 및 주택시장
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공개념’의 원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만 중국이 가진 영향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의미없는 중국 정부의 정치구호라거나 이미 소멸한
과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와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우리와 유사함 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국가이며, 신속하고 대규모로 여러 가지 사업과 제도를 시행해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어지는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성과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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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는 자료 구득의 제한과 자료의 비엄밀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상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매우 상이
한 방식으로 지방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지역을 베이징으로 한정해 지
방정부의 역할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적 양상을 제대로 구분해 내지 못하였다. 다
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주요 정책의 행위자로 지방정부의 역할의 다양성에 대
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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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국 개혁개방 연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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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주택관련 법령 및 규정 변화 주요 내용 (1978~2007)
시기

법령/규정

1982

헌법

∙ 개혁개방의 성과 반영, 비공유제 소유구조의 허용

주요 내용 및 의의

1987

특정지역 토지의 유상양도 시행에 관한 건의
(关于择若干点实行土地有偿转让的建议)(국무원)

∙ 상하이, 텐진, 광저우, 션전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1988

헌법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

1988

전국도시주택제도개혁실시방안
(关于在全国城镇分批推行住房制度改革实施方案)
(국무원 제11호)

1990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와 전매 임시조례
(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1990

외국기업의 토지개발경영 임시관리시행법
(外商投资成片开发经营土地暂行管理辩法)

1993

헌법

∙ 사회주의 시장경제 명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헌법전문 반영

1994

도시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产管理法)

∙ 제21조에는 도시 지역의 건설용지 중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의
토지는 다시 정부와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료를 납부
해야 하도록 규정

∙ 토지사용권 유상사용제도의 법제화와 제도화
∙ 토지임대 불가규정 삭제
∙ 토지사용권 양도 허용

비고
4차개정

부분개정
신규제정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주택상품화를 목표로 한 정
책이 시범실시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전환점

∙ 토지 유상양도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 토지사용권의 판매와 양도는 전국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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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정

시기
1998

2000
2003

법령/규정

주요 내용 및 의의

도시주택제도개혁의 심화와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
(关于进一步深化城镇住房制度改革加快住房建设的
通知) (국무원 제23호)
주택저당대출채권발행관리법
(住房抵押贷款债券发行管理辨法)
부동산의 지속적인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关于促进房地产持续健康发展的通知)
(국무원 제18호)

∙ 주택의 실물제공 금지. 신규 노동자와 핵심노동력을 위한 주
택보조금 도입. 경제적용방을 주요 형태로 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체계 조성, 새로운 주택금융체계 확립
∙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

2005

주택가격의 실질적 안정화에 관한 통지
(关于切实稳定住房价格通知)
(국무원판공실 제8호)

2006

주택공급체계 조정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관한 의견
(关于调整住房供应结构稳定住房价格的意见)
(국무원판공실 제37호)

2007

도시저수입가구의 주택곤란 문제 해결을 위한
약간의 의견
(关于解決城市低收入家庭住房困难的若干意见)
(국무원 제24호)

2007

물권법(物权法)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 규정
∙ 보장성주택 중심의 정책을 변경해 보통상품주택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시장체계를 장려하여 도시 인구의 대다수가 시장에
의존하게 함.
∙ 저가 보통상품주택 및 경제적용주택의 공급확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 억제, 부동산 개발기업 및 개인의 자
금대출 축소
∙ 첫 번째 부동산 대책
∙ 주택구매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주택거래시 영업세와 개
인소득세 징수, 중저가ㆍ중소형 보통상품주택과 경제적용주
택, 염가임대주택 등의 용지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
∙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해 신규 주택을 소형주택 위주로 이끌어
합리적인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강화하도록 주택공급체계의 조정
∙ 극단적인 시장 접근을 수정. 사회주택 공급 필요성의 재강조.
염가임대주택을 보장성주택 정책의 우선순위에 둠
∙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 후 무상 자동 재연장
∙ 사실상의 주택토지 사유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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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Abstract

Capitalistic Transition of Chinese Housing System
and Local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LEE, Sungho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figure out properties of housing system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is forme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China adopts distinctive system which is called ‘socialist
market economy’ through progressive economic transformation. Although
China insists that they are still socialist state, they experience the similar
problems like other capitalist states about housing system. From this
phenomenon, this study reveals that housing reform from socialist housing
system to socialist market economy housing system is actually the progress to
the capitalist housing system. Also, this study discloses that the government
is leading agent of the marketization on the basis of socialist tradition
‘public land ownership’. This dissertation examines Beijing municipal public
housing policy, ‘Baozhangfang’ which is typical of China’s Baozhangfang
policy as an example of showing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identity.

The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are summarized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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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ocialist market economy housing system is started in earnest
from housing commodification at 1998. In China, commodity housing is a
main form of housing provision and Baozhangfang complements this form for
low income households who cannot afford to buy commodity housing.
Baozhangfang takes a form of graduated housing security system satisfying
difference income bracket. This form distinguishes former socialist housing
system which provide equal residence conditions for everyone. However,
housing problem feature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becoming capitalist housing problem in terms of appearing housing-class
phenomenon.

Second,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housing system is not a
new housing system but a transition from socialist housing system to
capitalist housing system. Socialist market economy housing system is a
subtype of capitalist housing model because of existing clear commodity
housing market and weakness of public land ownership. Also, from the
viewpoints of excluding someone who need a housing provision, centralizing
on ‘sales-type’ public housing, and being actively participated by real-estate
development company, Baozhangfang policy is also being marketization, which
expands the market element and function. The transition of Chinese housing
system means that switching from the government-supplied socialist mode to
the government-driven market mode which means government intervenes and
adjusts the market. However, it is still distinctive that market-driven power
of government is from the control of land market stem from the public land
land ownership. Socialist market economy housing system is changing
capitalistic according to the marketization progress of overal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As a result, the socialistic objective which
guarantees equal housing rights is weaken and capitalistic urban housing
problem is occurre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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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s

a

case

of

public

housing

policy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Beijing follows Baozhangfang system established by central
government. Simultaneously, Beijing departs from the depu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hanges the policy reflecting regional specific features.
Expecially, ‘Zizhuxing shangpinfang’ which is adopted on 2013 is the most
marketized type in regard of eliminating income condition, limit of ‘hukou’,
and giving qualification to apply for the people who has the house already.
Beijing can transforms the central policy into local policy, so the central
government’s reinforcement measure of publicness of Baozhangfang after 2007
is changed into the marketized policy.

Fourth, the object of the Baozhangfang policy change after 2007 is
reinforcing the housing rights and publicness by public housing expansion.
However, expansion of Baozhangfang provision is continued not for increasing
the role of government but for market element extension and reduction of
direct intervention of government at the local level. Due to this, in spite of
the policy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Baozhangfang cannot bring any
changes at the local level. That is why local government acts differ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t the regional scale and lasts marketization of
Baozhangfang along with the local government-driven developmentalism.
Therefore, the choice of local government to market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ation of transition of chinese housing system. Particularly,
local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trend has shown remarkable after
2007.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eculiarity of chinese housing system
transition focusing on Baozhangfang policy, and organizes the features
systematically and evaluates the chinese public housing system. The case
study on Beijing reveals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housing syste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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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s that local government’s autonomy as a main agent of enforcement of
housing policy at the same time. In this sense, this dissertation suggests a
new viewpoint on debate of housing system.

keywords : Chinese housing system, socialist market economy, capitalistic
transition, marketization, baozhangfang, local government-dr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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