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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사례로 투기적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적 맥락에서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비공식 주거지란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 및 각종 서비스들을 획득하여 

형성한 주거지를 말한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중반에 빈민 주거지로 

확장된 이후 부동산 중심의 공고한 자산 구조를 상징하는 서울 강남에서 

오랜 기간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룡마을의 

전개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이 차지한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개발업자 및 

강남구의 역할, 세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 

중인 공간으로서 비공식 주거지가 갖는 역동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the territori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 개념을 제안한다.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란 

1)도시 행위자들이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 생산,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도시 빈민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며, 2)도시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현재 및 미래의 

가치와 자원 등을 동원하려는 공간 전략이다. 도시 빈민들의 역할에 

주목하기 위해 영토화의 일환으로 장소 만들기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정치 세력화를 구체적인 실천 양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정치 조직의 

영토적 표현으로서 주거지를 논하는 관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비공식 주거지 논의에서 드러나는 

빈민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아가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의 총체로서 비공식 주거지의 구성을 분석해 사회적 

실천과 과정의 산물로서 영토, 공간 생산의 역동적 과정을 드러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는 빈민들의 

공간 점유 및 비공식적 정부인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이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구룡마을을 점유한 도시 빈민들은 전기, 

수도 등 필수적 기반시설의 설비 및 공급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의 공간적 경계 내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내부의 독자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공식적 

정부로 기능했다. 이는 저렴한 주거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부동산이 가진 잠재적 자산가치를 활용하려는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전략의 일환으로,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가졌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구룡마을의 (탈)영토화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 간 

공간 전략 경합의 산물이다. 비공식 주거지는 빈민들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민, 토지주, 공공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공간이다. 구룡마을은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영토가 안정화될 수 

있었다. 철거에 실패한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묵인하는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영토화에 참여했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마을 내 시민권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탈영토화는 촉발되었다. 강남구는 주민자치조직의 시민권 조정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들은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잠재적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 경합을 통해 구룡마을이 영토화-탈영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화 개념을 활용해 

구체적인 사례와 맥락에 근거한 공간 생산의 역동성을 논했다. 비공식 

주거지 관련 논의에 존재하고 있던 빈민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해 상반된 사례인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를 참고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빈민들의 공간 전략으로서 비공식 주거지를 

부각시켰다. 행위자들 간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기반이자 결과물로서 

공간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공존 및 

빈민 주거지를 움직이는 비공식적 시스템을 밝혔다. 비공식성은 도시적 

현상의 필연적 일부로써 공식성의 영역 확장을 통해 사라질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룡마을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법률과 

제도의 해석 및 활용을 독점하는 공공 행위자가 비공식적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자본축적과 통치를 위한 비공식성의 도구화의 한 

사례로 확장해 논의될 수 있다. 

 

주요어 : 비공식 주거지, 영토화, 공간 전략, 도시 빈민, 구룡마을 

학  번 : 2016-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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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서울 강남의 구룡마을을 사례로 특정한 도시적 맥락에서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가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비공식 주거지란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들을 획득하여 

형성한 주거지를 말한다. 구룡마을과 같은 저소득층 주거지를 무허가 

정착지(squatter settlement)라 칭하기도 한다. 구룡마을은 2000년대 

중반 개발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첨예한 개발 

갈등 이면에는 무허가 정착지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게 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과정이 존재한다. 특히,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의 역할은 개발 갈등, 투기, 불법 거주 등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 놓치고 있는 또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라는 용어를 통해 빈민 주거지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는 한편, 주어진 것이 아닌 구성 중인 공간으로서 

구룡마을의 전개에 대한 과정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룡마을은 197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확장되었다. 이는 압축적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던 

당시 서울의 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1970년대 말 강남 개발이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무허가 정착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윤복영, 1999: 4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21; 이소정, 

2006: 184). 이에 더해 구룡마을에 2, 3년만 거주하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당시 도시 빈민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했다. 이후 

구룡마을에서는 빈민들이 조직한 주민자치조직과 구룡마을 일대 개발을 

추진하는 개발업자, 구룡마을을 관할하는 강남구 간 공존이 시작되었다. 

세 행위자들 간 이해관계의 조정, 협력과 갈등이 구룡마을이라는 비공식 

주거지를 만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2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 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라는 구룡마을의 맥락 하에서 

빈민들이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마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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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공고한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공간적 맥락은 구룡마을의 발생과 전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2, 3년만 거주하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당시의 

소문이 보여주듯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무허가 정착지의 한시성과 

철거 및 재개발이라는 특정한 경로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구룡마을에 정착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안 필요한 

전기, 수도 등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개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이라는 

형태로 세력화에 성공했다. 

둘째, 세력화에 성공한 주민자치조직이 개발업자 및 강남구와의 

공존과 협력, 갈등을 통해 마을을 만들어온 과정이다. 구룡마을이 도시 

빈민촌으로 장기간 유지되어온 것은 주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무허가 정착지는 토지를 무단 점유한 빈민들의 불법적 

주거 형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성행하던 브로커 및 투기꾼들의 

활동이 구룡마을의 규모가 커지는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이복주, 

1991: 128-129). 그러나 불법과 부동산 투기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한정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논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여러 행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정치적 

공간이다.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비공식 주거지라는 장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빈민 주거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영토화(territorialization) 개념을 활용해 비공식 주거지 

사례를 논의하고자 한다. 영토화는 특정한 도시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을 

논하는 정치지리학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the territori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란 1)도시의 

행위자들이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의 생산,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빈민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며, 

2)도시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현재 및 미래의 가치, 자원 

등을 동원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이다. 공간은 사회적 관계의 표현이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 그 자체이다(Sayer, 1984: 283; Gotham, 2003: 

724). 마찬가지로 비공식 주거지 역시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주변 행위자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빈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구룡마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은 도시 내 비공식적 

공간이 창출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도시 빈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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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집중된 장소로서가 아닌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의 역동적 

산물로서 비공식 주거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발생 및 전개 과정을 도시적 

맥락에 주목해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에 기여한다. 기존 논의들은 주거 

빈곤과 국가의 정책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나 빈민들의 생활 

실태라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 남미 사례의 

후견인주의(clientelism)나 유럽의 도시 운동(urban movements)으로서 

무단 점유(squatting)에 관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한국과는 맥락이 

다르다. 도시적 맥락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는 각각 다르게 전개된다. 본 

연구 사례가 갖는 맥락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공고해 개발 

압력이 높은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와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꾀하는 투기적 도시민의 존재로 요약될 수 있다. 구룡마을이 

위치한 서울 강남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박배균‧황진태, 

2017). 이러한 맥락이 적절히 고려되어야만 구룡마을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발 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라는 맥락에서 구룡마을의 

주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력화에 성공했는가? 

둘째, 세력화에 성공한 주민들이 개발업자 및 공공과 형성한 관계는 

구룡마을의 전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특정한 도시적 맥락에서 빈민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안정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이 구성되는 과정과 이들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질문은 불법과 투기, 개발갈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 논의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질문은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를 빈민들의 

리더십과 주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물로 파악한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강남구의 이해관계 조정과 공간 전략 경합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 질문은 행위자들에 주목함으로써 도시적 맥락과 

도시 내의 비공식적 공간의 형성이 갖는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빈민들의 

역량과 한계, 비공식성의 도구화를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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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마을 내 자치기구인 주민자치조직이다. 구룡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에 

정착한 세대가 많지 않던 1980년대 중반부터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주민자치조직이 최초로 결성된 시기는 

1987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 해당 조직이 존속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전기 및 수도 등 주민들의 생활에서 기본적 필요에 

관한 영역에서부터 출발해 마을 개발 논의를 주도하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기이며, 2003-4년경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조직이 분열되며 서서히 힘을 잃었다. 

본 연구가 주민자치조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이라는 비공식 주거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 중요했다. 구룡마을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에서 30년 이상 유지되어온 무허가 정착지이다.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국가의 불량주택 규제와 각종 재개발 열풍에도(김형국‧하성규, 

1998 등 참고) 불구하고 구룡마을이 현재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조직의 존재이다. 둘째,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의 다양한 활동들은 도시 빈민 주거지 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거지 관련 연구들은 주민들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거나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셋째, 한국의 구룡마을 관련 연구들은 개발 갈등에 치중되어 

있다. 구룡마을의 개발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개발 갈등이 첨예해지기 이전인 1990년대 전체 및 2004년경까지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에 주목한다. 해당 과정들이 개발 갈등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발현되는데 있어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룡마을에는 주민자치조직이 2개(구룡마을 자치회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조직을 따로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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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분석하지 않고 주민자치조직이라고 통칭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시기에는 주민자치조직이 1개였다. 

1999년경 개발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주민자치조직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원화된 이후 두 주민자치조직의 성격 및 역할, 

주요 구성원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에 존재했던 구룡마을 

자치회의 구성원들 중 다수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를 조직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후 두 조직 중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주도권을 

잡았으며, 2003-4년경까지 마을 내 영향력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구룡마을의 개발 갈등을 논하는 선행 연구들의 관점에서는 두 

조직 각각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이라 칭한다. 

주민자치조직 외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는 개발업자와 강남구가 

포함된다. 두 행위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주민자치조직과 이들 

두 행위자 간에 존재했던 도시 정치적 과정이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도시 빈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에 세 

행위자 간 도시 정치적 과정이 존재하며,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에 두 

행위자가 대응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결과물로서 구룡마을이라는 공간이 구성되는 

양상이 분석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비공식 주거지인 구룡마을이다. 구룡마을의 

전개 과정을 개발 압력이 높은 무허가 정착지라는 공간적 맥락에 근거해 

분석한다. 특정한 도시적 맥락과 행위자들의 공간 전략의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양상으로서 구룡마을의 발생과 전개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1980년대 후반은 구룡마을이 도시 빈민들의 집단적 

거주지로 확장된 시기이고, 2000년대 중반은 개발이 추진되면서 

구룡마을이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동시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구룡마을의 개발 갈등 양상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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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아카이브 연구이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들과 이를 구득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상과 마을 

내에서의 위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는 총 43명이며,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임의적 표집 방법(random 

sampling)과 비임의적 눈덩이 표집 방법(non-random snowball 

sampling)을 혼용하여 이루어졌다. 임의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구룡마을을 방문해 임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임의적 표집 방법으로 마을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비임의적 눈덩이 표집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주민들을 추가적으로 인터뷰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과거의 

상황을 논하기 위해 구룡마을에 거주한지 10년 이상 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과거 또는 현재까지 주민자치조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주민들을 

중요한 연구참여자로 삼았다. 

연구윤리 원칙에 근거해 본 연구에 등장하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연구참여자1, 연구참여자2 등으로 표기했으며, 연구참여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는 본 연구의 부록으로 첨부했다. 인터뷰 과정은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일정한 기준과 구조에 근거했으나(semi-

structured),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구술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진행됐다. 인터뷰 질문은 주로 해당 주민이 구룡마을에 

유입되게 된 과정, 구룡마을의 상황, 주민자치조직의 위상과 역할 등에 

관한 것이었다. 주민자치조직의 역할 중 민간 개발업자 및 강남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은 주로 당시 상황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다.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심층 인터뷰를 

거부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허락하는 한에서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 비공식적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둘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잡지 르포, 주민자치조직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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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웹사이트 등 아카이브를 가능한 풍부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과거에 대한 회상 등이 연구 

자료의 대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사회적 과정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는 

유용한 연구 방법이지만 연구 참여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된 

과거의 사건에 관한 논의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교차 검증하고, 심층 

인터뷰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연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아카이브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카이브 자료들은 주민자치조직이 과거에 

생산한 내부 문서와 외부용 배포물, 공공을 상대로 발송한 민원 서류, 

신문기사,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다. 주민자치조직이 생산한 각종 

문서들의 경우 연구자가 당시 주민자치조직에서 활동했던 주민들을 통해 

직접 구득했다. 해당 문서들은 주민자치조직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널리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써 

연구에 활용할 가치가 높은 문서들이다. 주민자치조직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대표적으로 Cafe 구룡마을(http://cafe.naver.com/guryung), 

구룡마을카페(http://cafe.naver.com/9dragony)의 2곳이 존재한다. 두 

웹사이트를 모두 참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기의 

주민자치조직 관련 자료들이 더 많은 Cafe 구룡마을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구득할 수 있었다. 

http://cafe.naver.com/guryung
http://cafe.naver.com/9drag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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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공식 주거지 및 영토화 관련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 빈곤(urban poverty)과 빈민 주거지의 

발생 메커니즘을 밝히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빈민들을 

사회 구조의 피해자로만 간주하고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과 다양성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로서 빈민들의 모습에 주목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장소 만들기 및 

게이티드 커뮤니티 문헌들을 참고해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개념을 

제안한다. 영토화 개념은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밝힘으로써 

공간 생산의 과정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영토화는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을 통해 구성되는 장소를 논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도시적 맥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정치적 과정을 

밝히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의 형성 

과정 및 맥락, 행위자들을 소개한다. 본 장에서는 비공식 주거지로서 

구룡마을의 특성을 밝히고, 투기적 도시성 하의 도시 빈민촌이라는 

맥락을 제시한다. 구룡마을은 개발 압력이 높은 강남의 도시 빈민촌으로 

투기적 도시화의 산물인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은 존재의 한시성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구룡마을이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행위자들의 공간 전략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의 배경에서 구룡마을의 여러 행위자들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본론인 4장과 5장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이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을 통해 구룡마을의 (탈)영토화 과정을 

논의한다. 먼저 4장은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과정을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룡마을 사례는 빈민들의 리더십이 

형성되고 이후 마을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무허가 정착지의 열악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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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주민자치조직이 빈민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마을 

내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갖고 있던 역할과 권한을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는 곧 빈민들이 대규모로 정착하면서 

비공식 주거지의 공간 점유와 경계 창출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조직의 

공간 전략을 통해 영토가 공고해지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5장에서는 비공식 주거지의 (탈)영토화 과정을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을 통해 논의한다. 비공식 주거지는 빈민들의 힘만으로 

안정화될 수 없는 정치적 공간이다. 철거를 시도하는 공공과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토지주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와 미시 정치가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에서 중요하다. 이들의 

관계를 분석할 때 도시적 맥락이 특히 중요하다. 해당 도시의 맥락에 

따라 행위자들의 공간 전략이 취해지며,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권력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룡마을 사례를 통해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이 안정적 영토를 구축하는 과정과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들 간의 권력관계가 재구성되고 기존 영토가 흔들리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함의를 밝힌다. 

위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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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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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과 주민들의 역할 
 

 

1.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 

 

본 절에서는 비공식 주거지 관련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주거지의 

전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비공식 주거지란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와 주택,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들을 획득하여 형성한 주거지를 말한다(Nguluma, 

2003; Ali and Sulaiman, 2006; Huchzermeyer and Karam, 2006). 

기존 논의들은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 원인을 밝히고 도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했지만 도시 

빈민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만 간주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정책의 실패 등의 관점에서 빈곤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공식 주거지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빈민들이 갖는 

적극적 역할에 주목해야 함을 장소 만들기(place-making) 개념을 통해 

논한다. 또한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문헌들을 검토한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상류층의 폐쇄적 

주거지로써 주민들의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는 주거지의 전개 양상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 중심의 거버넌스를 잘 보여준다. 

비공식 주거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도시 내 저소득층 

주거지를 칭하는 용어와 해당 공간의 특성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주거지를 뜻하는 도시 슬럼(urban slum)이 아닌 

비공식 주거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이와 함께 무허가 정착지라는 

                                            
1 저소득층 주거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은 도시 슬럼(urban 

slum)이다. 좁은 의미에서 슬럼(inner-city slum)은 도시의 기존 주민들이 교외

화 등으로 인해 떠나가고 남겨진 주택들에 도시 빈민들 또는 이민자들이 모여

들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도시 내부의 낙후된 주거지를 말한다(Suttles, 

1968; Eckstein, 1990; UN Habitat, 2003a: 80). 하지만 슬럼이라는 용어는 일

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도시 슬럼이라는 용어는 대중적이며 직관

적이지만 학술적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주거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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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혼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토지주의 명확한 동의가 

없이 주거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때로는 불법적인 형태의 도시 빈민 

주거지이다. 국제연합(UN)이 권장한 슬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설비, 기반시설의 부재; 열악한 주택 구조; 인구과밀; 주택 

보유의 불안정 등이다(UN Habitat, 2002a; 2002b 등 참고). 비공식 

주거지는 국제연합이 지적한 슬럼의 특성을 대부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인 구룡마을은 서울의 비공식 주거지들 중 하나이다. 

한국의 문헌들은 구룡마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공식 주거지들을 

주로 비닐하우스촌(이복주, 1991; 이정훈, 1994; 1995; 윤복영,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한국도시연구소, 2002; 대한주택공사, 

2005)이나 판자촌(이소정, 2006; 장용현‧홍형옥, 2012) 또는 무허가 

정착지(정연우, 2010; 김수현, 2011)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촌과 판자촌이라는 용어는 빈민들의 주거지가 갖는 외관상의 

특징만을 묘사한 용어로써 주거의 물리적 특성 외에 어떠한 의미도 

전달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낙후된 이미지만을 재생산할 뿐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촌이라는 용어는 과거 빈민들의 거주지가 형성될 당시의 

상황에 근거한 것인데 현재 구룡마을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어를 사용한 문헌을 검토할 때 외에는 

위의 두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는 물론이고 뉴욕, 런던 등 세계도시들에도 

비공식 주거지는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비공식 주거지의 인구는 10억 

명을 넘어섰으며(UN Habitat, 2003b), 이러한 저소득층 주거지들에 

관해 논하지 않고는 현재의 도시를 논할 수 없다(Davis, 2006; 

Neuwirth, 2006). 세계 각국의 도시화의 속도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양상 등을 고려했을 때, 획기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공식 주거지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World Bank/UNCHS, 2000: 15; UN Habitat, 2003a). 따라서 

                                                                                                               

며,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기 어렵다. 슬럼이란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될 수 없고, 지역적 차이가 크

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UN Habitat, 2003a: 11). 둘째, 슬럼이라는 용

어 자체에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슬럼이라는 용어는 주거지의 

낙후된 조건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뉘앙스를 갖는다

(Yelling, 1986: 1).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만 통용되는 적정 주거(adequate 

housing)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정의될 수 없는 용어인 

것이다(Marris, 1979: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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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적 맥락에 따라 

도시 빈곤은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맥락과 행위자들 

간 관계 등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비공식 주거지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보다 적절한 정책적 개입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2 첫째,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 원인에 관한 논의이다. 모든 

무허가 정착지가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도시 빈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이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빈곤층 주거 정책의 실패 등이다(김수현, 

1996; 2011; 김형국‧하성규, 1998; 대한주택공사, 2005: 113-114; 

하성규, 2007; 하성규 외, 2012; Kinghan, 1977; UN Habitat, 2003a; 

2003b; Verma, 2002; Maier, 2005; Davis, 2006; Pruijt, 2013).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Davis and Henderson, 2003; Antrop, 

2004), 경제 성장의 산물인 불평등 역시 확대됨에 따라 ‘빈곤의 

도시화(the urbanization of poverty)’(Gilbert and Gugler, 1982; Piel, 

1997; Ravallion et al., 2007; Martine, 2012)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 

속도가 빨랐던 이른바 제 3세계 국가들에서는 이촌향도(rural-urban 

migration)를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충하는 한편(Fields, 

1975; Zhang and Shunfeng, 2003; Lall et al., 2006), 동시에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하성규, 2007). 

이러한 조건에서 도시 빈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여건, 직주 거리, 

주택의 법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주거의 방식을 결정한다. 

대다수 빈민들은 안정된 주거를 포기한 채 일자리를 구하기에 용이한 

도심의 비공식 주택에 거주하거나, 직장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지 않은 

도시 외곽의 국공유지에 무허가 정착지를 형성한다(Soliman, 2004: 

119-120).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의 확대를 

                                            
2 기존의 논의들 중 주택시장에서 행위자들의 선택 모델링 등을 시도한 경제학

적 관점에서의 논의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의 소유자와 해당 자산을 무단으

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간의 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 역시 무허가 

정착지를 주요한 사례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다

르기 때문에 위의 두 논의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 경제학적 관점의 논의는 Hoy 

and Jimenez(1991), Turnbull(2008),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Merrill(1984), 

Ellickson(1986), Brown and Williams(2009)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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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ubinowitz and Rosenbaum, 2000; Crump, 2002; 

Soliman, 2004). 뿐만 아니라 국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재산권이나 토지 등기 제도 

등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식 주택보다 비공식 주거지가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한다(Pezzoli, 2000; UN Habitat, 2003a; Davis, 

2006: 22-26; Neuwirth, 2006: 25-66). 

둘째, 비공식 주거지와 국가의 관계 및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국가는 구룡마을과 같은 무허가 정착지를 규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공 부문은 이를 막지 않거나 또는 방치 및 묵인한다. 

공공 부문이 가진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김수현, 1996: 34; 

대한주택공사, 2005: 87-94; Gilbert and Ward, 1985; Davis, 2006: 

50-69). 무허가 정착지를 용인함으로써 국가가 얻는 이익도 존재한다. 

국가는 도시 빈민들의 무허가 거주를 용인함으로써 사회불안을 방지하고 

이들을 포섭하는 한편, 무허가 정착지가 곧 도시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지원한다(김수현, 1996: 13-70; 2011: 

38-39; Castells et al., 1990; Kim, 2010). 안정적 주거에 대한 도시 

빈민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통치 전략(governing strategy)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공식 주거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Innes et al., 2007; 

Roy, 2009; Watson, 2009; Porter, 2011). 

또한, 도시의 성장과 초국적 기업 및 엘리트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저임금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무허가 정착지는 큰 역할을 

한다(Davies, 2006: 174-198). 전지구적 차원에서 도시 빈곤과 비공식 

주거지 문제를 검토한 UN Habitat(2003a)는 “도시는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 될 것이라 여겨졌지만 오히려 미숙련의(unskilled), 보호받지 

못하는(unprotected), 저임금(low-wage) 비공식 서비스업 및 무역에 

종사하는 잉여 인구(surplus population)의 처리장(dumping ground)이 

되었다”고 결론내린다. 세계화로 인해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Sassen(2000; 2010; 2012: 273-

296)이 주장한 생존 회로(survival circuits) 및 생존의 여성화(the 

feminization of survival) 등의 주요 무대 역시 세계 도시들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이다. 이처럼 도시적 삶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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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시 빈민들에게 비공식 주거지는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셋째, 비공식 주거지의 주거 빈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논의이다. 

주거 빈곤(housing poverty)이란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주택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하성규, 

2007: 48-49). 대다수 비공식 주거지가 주거 빈곤 지역으로 분류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거 빈곤의 유형을 분류하고(하성규, 2007: 65-146; 

이영아‧정윤희, 2012), 통계를 통해 주거 빈곤을 측정하며(Bradbury et 

al., 1987; Fahey et al., 2004; Shah, 2010), 주거 문제와 연관된 각종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논하는(Galster and Carr, 1991; Massey et 

al., 1991; Massey and Kanaiaupuni, 1993; Hiroshi, 2006; Stephens 

and van Steen, 2011) 등의 경향을 갖는다. 계층이나 인종 등에 따른 

주거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 관련 논의(Massey and Denton, 

1993; Charles, 2003)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빈민이나 

소수 인종 등 하위 계층(the underclass)이 만성적으로 겪는 주거 빈곤 

문제가 집단화되어 드러나는 현상이 도시 주변의 비공식 주거지이고,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됨으로써 빈곤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이소정,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주거 빈곤 및 비공식 주거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기구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많은 국가들에서는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정책으로 강제 퇴거(forced eviction) 및 철거(eradication)를 택하고 

있었다(Davis, 2006: 95-120).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공식 주거지 

형성의 근본적 원인과 기제는 도외시한 채 주거의 물리적 개량에만 

초점을 둔 폭력적인 재개발 정책이 이루어졌다(김형국, 1998; 권태준, 

1998; 장세훈, 1998). 이러한 현실은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주거지의 점진적인 개량을 꾀하는 등 비공식 주거지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UN Habitat, 2003a: xxvi). 예를 들면, 구룡마을 

등 수도권 비닐하우스촌의 주거 실태를 연구한 대한주택공사(2005)는 

주거 빈곤 문제의 대책으로 자조주택(self-help housing)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 재정착(participatory relocation)이나 적정 

주거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adequate housing) 등도 유사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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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사례이다(UN Habitat, 2003a: 129-132). 

기존 문헌들은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 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기존 논의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도시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비공식 주거지 역시 

확대되고 있다. 주요한 대책 중 하나로 자주 논의되는 공공 주택 정책은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축소 및 사유화(privatization)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의 대상인 빈민들에게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Goetz, 2013; Forrest and Murie, 

2014). 

무허가 정착지는 특정 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무허가 정착지의 발생을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거대 이론은 존재할 수 없다(Pruijt, 2013). 해당 사회의 경제 

규모, 법 및 사회적 제도, 복지 수준, 정치 구조, 사회적 인식, 인구 구성 

등의 특성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의 규모, 형성 및 전개의 양상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규모 측면에서의 

차이이다. 뭄바이에는 비공식 주거지 주민이 1,000만 명 이상이며, 

멕시코 시티에도 역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이 

존재하고, 에티오피아의 경우 도시 인구 중 99.4%가 비공식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Davis, 2006: 23-24). 그에 비해 구룡마을은 

주민이 가장 많았을 당시 3,000여 가구 10,000여 명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1,100여 가구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비공식 주거지의 법적 지위 역시 국가 및 도시에 따라 상이하다. 

대부분의 무허가 정착지들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단 점유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합법화되기도 하며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토지 보유권(security of 

tenure)이 주어지기도 한다. 비공식 주거지가 단지 철거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해당 주거지에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합법성(de facto legality)이 인정되기도 한다(Payne, 

2002). 터키의 경우, 주민들이 주거지를 건설하는 동안 공공의 눈을 

피해 건물을 완성할 수만 있다면 정부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당 

주거지를 철거할 수 없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법적, 관념적 유산으로 

인한 것이다(Neuwirth, 2006: 143-176). 

이처럼 무허가 정착지의 발생과 전개는 각 국가마다 나아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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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Wates and Wolmar, 1980; 

Wakefield and Grrrt, 1995; Neuwirth, 2006; 2007).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 문제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유발하는 불평등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빈곤 연구 또는 

불평등 연구와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 단지 빈곤이 집중되는 공간적 

현상으로써 비공식 주거지에 주목할 뿐이기 때문이다(Kasinitz and 

Rosenberg, 1996; Jargowsky, 1997; Kasinitz, 2000 등 참고).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보다 미시적인 접근인 주거 빈곤 실태에 관한 논의 

역시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연히 주택의 물리적인 개량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기존 논의들의 또다른 한계는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을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피해자로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빈곤 분야의 여러 경험 

연구들이 빈민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적응(adaptation)’, 

‘저항(resistance)’, ‘대응(response)’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을 

널리 활용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Gotham, 2003: 727-728). 

Venkatesh(1997: 101)에 따르면, 적응이라는 포괄적 범주(catch-all 

category of adaptation)는 빈민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행위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지워버리는 눈먼 

결정론(blind determinism)에 가깝다. 이런 연구들은 빈민들의 반복적인 

일과 및 습관적 행위들의 패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빈민들을 행위의 

주체(agent)로 보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한다(Venkatesh, 1997; Wacquant, 

1997; Wright, 1997, Gotham, 2003). 이는 곧 비공식 주거지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빈민들의 모습 중 

일부를 마치 모든 빈민들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비공식 주거지와 

주민들에 대한 편향된 이해만을 가능하게 한다. 

 

 

2.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 

 

기존 논의들의 한계는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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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비공식 주거지란 해당 사회의 

공식적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수준과 더불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적정 

주거의 최소 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이스탄불의 무허가 정착지들 중에서는 외관 

상으로는 공식 주거지와 구분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다(Neuwirth, 2006: 

152). 따라서 서로 다른 비공식 주거지들은 이질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비공식 주거지라고 할지라도 그 내부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 내에서 주거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Miraftab, 1997). 

또한, 토지 보유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빈민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반면에 부유하지 않은 빈민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가장 가난한 빈민은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세입자가 된다(Gilbert et al., 1993: Soliman, 2004: 97). 

본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 과정의 산물로서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장소 만들기란 개인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의 지리적 공간들(the 

experienced geographies)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나가는 사회적, 

정치적, 물질적 과정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Pierce et al., 

2011: 54). 즉, 장소 만들기는 다양한 스케일(scale)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과 그 결과물로서의 

장소를 말한다. 장소 만들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 공간의 활용 또는 공간의 정체성 등에 관한 개인 및 집단 간의 

협력과 갈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Martin et al., 2003; 

Purcell, 2006; 2008; Staeheli, 2008). 특히, Martin(2003)은 도시 

근린 규모의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분석한 바 있다. 구룡마을에서도 주민조직이 마을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가졌는데, 비공식 주거지의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 빈민 주거지의 주민들에 대한 연구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Oscar Lewis의 저작들일 것이다. Lewis(1959; 1961; 1966a; 

1966b)는 멕시코 시티, 뉴욕, 산 후안 등의 도시 빈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구조에 대한 빈민들의 대응으로서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가 존재함을 주장한 바 있다. 폭력, 역사의식의 부재, 알코올 

중독, 성적 문란함, 도박, 미래 계획 부족 등 빈곤을 재생산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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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속성들을 도시 빈민들의 삶으로부터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연구들에 의해 Lewis의 주장은 다르게 해석되고 또 

반박되었다.3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빈민들을 가난의 굴레에 빠트리고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조건들을 

지적했다(조은, 2012: 303-314). 

Lewis의 논의 이후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자조주택에 관한 논의이다. 1970년대 이래로 

공공의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용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제 퇴거 및 

철거의 집행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주거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느끼게 된 주민들은 주거 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UN 

Habitat, 2003a: 83). 그로 인해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주민들 간에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비공식 주거지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빈곤 연구자들은 도시 슬럼과 

같은 기존 비공식 주거지를 ‘절망의 슬럼(slums of despair)’으로, 위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비공식 주거지를 ‘희망의 슬럼(slums of 

hope)’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Stokes, 1962; Ulack, 1978; Lloyd, 

1979; Eckstein, 1990; Chambers, 2005; Owusu et al., 2008). 

희망의 슬럼에서 드러나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비공식 주거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 자조주택 논의이다. 자조주택 

논의의 주창자인 Turner(1969)는 7개 국가의 서로 다른 도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슬럼에 거주하는 빈민들보다 도시 

외곽의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는 빈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부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허가 정착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반시설을 갖춘 안정적인 저소득층의 교외 주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60, 70년대 연구들의 전반적인 결론이었다(Abrams, 

1964; Turner, 1965; 1967; 1977; Mangin, 1967; 1970; Portes, 

1972; Cornelius, 1975; Koenigsberger, 1976). 관련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무허가 정착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도시 

                                            
3 Lewis의 주장과 관련한 논쟁은 대체로 빈곤이 재생산되는 과정의 핵심에 사

회구조적 조건이 있는지, 빈민들의 문화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

다. Lewis(1961) 역시 빈곤이 빈민들의 삶에 견고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

조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의 주장 이후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

다. ‘빈곤의 문화’와 관련한 논쟁은 Valentine(1968); Leacock(1971); 

Gorski(2008); Small et al.(2010)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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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임을 주장했다. 

자조주택 논의는 비공식 주거지 문제에 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던 

공공 및 여러 단체들에 의해 각광받았다. 상당한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공공 주택 정책을 피하고 빈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Pugh, 

1995). 자조주택 논의는 이후 비공식 주거지 관련 논의의 주요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에게 토지 등기와 재산권을 

공식화해주면 그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는 De Soto(2000)의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자조주택 논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무허가 정착지를 인정함으로써 빈민들의 반발을 무마해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Davis, 2006: 81-82). 

자조주택 논의는 비공식 주거지와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반박하고(Neuwirth, 2007), 사회구조의 피해자로서 빈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역량과 주체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조주택 논의는 빈민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과도하게 낭만적으로 묘사해 그들의 삶을 이상화한다. 비공식 주거지가 

범죄와 질병, 절망의 장소라는 생각이 편견인 것처럼, 빈민들의 삶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편견이다(Seabrook, 1996: 197). 또한, 자조주택 논의는 빈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논리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Burgess, 1977; 1985; Ward, 

1982; Seabrook, 1996: 196-197; Davis, 2006: 27).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비공식 주거지 문제를 조망했던 

논의들이 한 극단이었다면, 자조주택 논의는 빈민들을 영웅시함으로써 

다른 극단에 있었다. 

기존 논의들이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공통적으로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을 파편화된 개인으로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은 구조적인 불평등의 불가피한 산물로서 

수동적인 개인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려지는 주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극복해나가는 보다 능동적인 개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에 관한 연구들(UN 

Habitat, 2003a: 148-151)은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상과 가구 단위의 

생존 전략만을 다루고 있다. 자조주택 논의의 하위 분야로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 및 주거 환경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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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nformal financ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주민들을 개인으로만 보았을 때, 비공식 주거지는 

도시 빈곤이 집중되어 드러나는 도시 내의 낙후된 공간이거나 또는 빈곤 

가구 각각의 삶이 단순히 합쳐져서 보여지는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비공식 주거지를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 과정의 산물로써 

이해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비공식 주거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주체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단지 경제적 

결핍과 주거 빈곤이라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소극적인 

개인들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비공식 주거지를 전개시켜 나가는 

정치적 집단이다. 실제로 여러 무허가 정착지들에서 주민들이 구성한 

일종의 자치정부(municipality)가 존재하기도 하며, 내부의 엄격한 

사회적 통제 기제가 형성되기도 한다(UN Habitat, 2003a: 82-83). 

이스탄불 내 무허가 정착지의 자치정부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등 

상당한 수준의 관료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Neuwirth, 2006: 

143-176). 하지만 기존 문헌들은 주민 단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한주택공사, 2005: 100-

105; 김찬호, 2016; 유아영, 2016 등). 

정치적 집단으로서 도시 빈민들의 모습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Appadurai(2001)의 인도 뭄바이(Mumbai) 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연구의 대상은 3개의 

시민단체인데, 그 중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의 단체(the National Slum 

Dwellers Federation)가 포함된다. 이 단체는 여러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의 연합체로, 정부의 정책에서 빈민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인구 

조사 등 주민들에 관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권한을 가진 당국자들과 협상을 하기도 한다. Appadurai(2001)는 이를 

빈민들의 ‘인정의 정치학(the politics of recognition)’이라고 말한다.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Pruijt(2013)는 무허가 정착지의 다양성에 착안하여 유럽의 

사례들을 토대로 무허가 정착지의 유형(topology)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빈민들의 무단 점유(deprivation-based squatting)에 더해 대안적 주거 

전략(alternative housing strategy); 기업가적 점유(entrepreneurial 

squatting); 도시 경관 보존을 위한 점유(conservational squatting); 

정치적 점유(political squatting) 등이다. 공간이 필요한 개인들이 모여 



 

 22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기회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무단 점유함으로써 

인지적 해방(cognitive liberation)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집단으로서 주민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주민들이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과 형성하는 

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을 때 비공식 주거지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공식 주거지 논의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주민들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지만, 범위를 넓혀 집단으로서 주민들과 주거지의 전개 양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학술적,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례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사례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일반적으로 계층 및 인종 등 사회적 위계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집단이 자발적으로 거주 공간의 분리를 꾀하는 

현상을 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공 공간이 사유화되어 출입이 제한된 

주거단지”(Blakely and Snyder, 1999: 2)라거나 “담장에 의해 폐쇄적인 

영역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김석경, 2007: 61) 등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이티드 커뮤니티 관련 논의에서는 상류층이라는 주민들의 

특성과 함께 주거지의 폐쇄성이 흔히 강조된다. 

게이트, 담장, 펜스 등 거주지의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폐쇄성이 

강조되었던 초기 논의 이후, 학자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주목했다. 폐쇄적이고 화려한 외관과 더불어 개인들이 

거주지의 구성원이 됨과 동시에 그들에게 마치 헌법적(constitutional) 

조건처럼 작용하는 사회적, 법적 체계의 존재가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Atkinson and Blandy, 2005: 177). 즉,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게이트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주거지의 물리적 

경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주민들과 외부의 비거주자들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구분짓는다(Low, 2003: 12). 이러한 사적 

거주지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인종적, 계급적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상류층들의 자발적 도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간에 통용되는 공간적 

실천 및 상호작용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정헌목, 2012; 2016).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Webster 

et al., 2002; Atkinson and Blandy, 2006; Glasze et al., 2006; 

Bagaeen and Uduku, 2010 등 참고), ‘프라이빗토피아(privatopia)’라고 

불리는 사례가 특히 주목할만하다. McKenzie(1994)는 당시 미국의 

개발업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생산된 중산층들의 주거지와 그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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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주택소유자 조합(homeowner associations) 활동을 분석하며 

프라이빗토피아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해당 사례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에게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며 거주지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매우 세세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조합비(mandatory dues)를 지불하며, CC&R(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에 서명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를 

규제받는다. 규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금지(McKenzie, 2006: 16), 

애완동물의 크기와 숫자, 차고에 둘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단지 내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의 정도 등 매우 다양하다(Kennedy, 1995: 762). 

프라이빗토피아의 위와 같은 특징들은 주민들의 사적 정부(private 

residential government)의 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정 

규모의 영토 취득; 영토 내 거주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영토 계획; 주민과 비거주민의 명확한 구분; 세금 징수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 및 관리;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 등 주택소유자 조합이 가진 책임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유사하다(McKenzie, 1994; 2006; 2011; 

Kennedy, 1995; Nelson, 2005). 실제로 주택소유자 조합은 미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 “국가 기관들이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킬만한 역량이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Kennedy, 1995: 766). 따라서 사적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한 구성원, 즉 주민에게만 효과가 있는 

클럽재(club goods)를 공급해 정부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Hope, 

1999; Manzi and Smith-Bowers, 2005; Foldvary, 2006). 

이러한 관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도시 하위 스케일에서 

등장하는 정치 조직의 새로운 영토적 형태(new territorial form of 

political organization)”이다(Glasze et al., 2006: 8). 전체 구성원들을 

아우르는 체계가 존재하고 해당 체계의 권위와 정당성이 확보되며, 

구성원들 간 공동의 규칙이 적용되는 정치 조직이(Latham, 1959; 

Lakoff, 1973) 집단 주거지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단순히 공공성을 해치고 계층 및 인종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류층들의 엔클레이브(enclave)라거나 또는 사회적 철수(social 

withdrawal)라는 측면에서만(Caldeira, 1996; Lang and Danielsen, 

1997; Blakely and Snyder, 1999; Landman and Schönteich, 2002; 

Atkinson and Flint, 2004)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프라이빗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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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집단으로서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에 

주목했을 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정부 관료제의 민영화와 그 함의 

등 보다 폭 넓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공식 주거지와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와 

차이가 있다면 상류층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거주 공간 분리를 꾀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은 빈곤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거주 공간이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두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거주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상류층은 사적 정부를 구성해 자신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반면에 빈민들은 비공식적으로 

개별적 생존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완전히 자발적이거나 완전히 비자발적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상기한 것처럼 비공식 주거지에도 주민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 조직들 역시 비공식 주거지의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가졌을 것이다. 상류층 주민들이 사적 

정부를 구성해 정부 실패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비공식 

주거지의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가 공급해주지 않는 것들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왔다. 본 연구의 사례인 구룡마을에서는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공식 

주거지 및 주민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비공식 주거지 역시 비거주민들에 

대해 폐쇄적이다. 오히려 게이티드 커뮤니티처럼 대부분의 경우 해당 

거주지의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등 허가를 받아야 주거지에 접근이 가능하다. 보통 경찰이나 정치인 등 

해당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이러한 역할이 비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UN Habitat, 2003a: 83). 그러나 구룡마을의 

경우 마을 내의 거주를 관리하는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에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는 비공식 주거지 사례들 중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도시적 맥락에 근거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집단으로서 주민들의 역할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공식 주거지와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민들의 계층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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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주거지를 다룬 기존 논의들이 가진 편향적인 시각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라는 관점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적 활동과 특정 주거지의 전개 

과정 간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상반된 사례로 보이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비공식 주거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구룡마을의 경우 도시 빈민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 및 

주거 빈곤 등의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어 왔지만(이복주, 1991; 김종석, 

1994; 윤복영, 1999; 송준규, 2012; 지명인, 2012),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위상에서 프라이빗토피아와 유사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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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1. 영토화: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 

 

본 절은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영토화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비공식 주거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주체들 간 정치적 과정을 다룬 기존 문헌들을 영토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영토화란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의 생산 등을 통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활동이며(신혜란, 2016: 116), 영토 내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전략이다(Sack, 1986; Vandergeest and Peluso, 1995). 

최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경계가 흔들리고 재정의되는 현상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영토화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영토를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 역동성의 산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정치지리학적 개념으로 유용하다. 비공식 주거지 

역시 토지의 소유 및 통치에 관한 기존 경계를 흔드는 공간적 현상이며 

동시에 도시 빈민을 포함한 여러 행위주체들이 거주 공간을 구성해가는 

사례라는 점에서 영토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Deleuze and Guattari(1983; 1988)는 영토화 개념을 제안하고 

이후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에 의하면 영토화란 물질적인 

것들과 비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사회적인 관계맺음이 

특정한 방향성, 안정성, 반복성 등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맺음을 ‘배치(assemblage)’라고 표현한다. Deleuze 

and Guattari는 영토화 그 자체보다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와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의 필연적인 공존과 연속성, 차이를 

만들고 경계를 벗어나는 실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진경, 

2002; 목영해, 2010; Doel, 1996; Deuchars, 2011). 기존의 영토에 

균열이 발생하고 동시에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영토가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 탈영토화-재영토화이다(Deleuze and Guattari, 1988; 이진경, 

2002). 즉, 특정한 계기로 인해 기존의 배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배치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고정적이고 지배적인 실체들을 의심할 필요성 

등이 영토화 개념이 갖는 함의인 것이다(Colebrook, 2002a; 2002b). 

이후 영토화는 정치지리학적 개념으로 발전했다. 공간적 실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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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가 갖는 역동성과 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정치지리학적으로 개념화된 영토(territory)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 사회적 실천과 과정의 물질적, 정신적 산물로, 그 경계가 주어지거나 

고정되지 않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재구성되는 공간적 실체이다(Delaney, 

2005; Storey, 2012). 영토화 논의의 주요 사례는 국가이다. 영토화된 

국가는 공간적 경계를 갖게 되며, 공통의 기억을 가진 국민들을 만들고, 

내부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법과 제도 등을 통해 국가의 공간적 

경계 내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영토를 공고히 

한다(Sahlins, 1989; Ruggie, 1993; Philpott, 1995; Smith, 1999 등 

참고). 최근에는 이민자의 증가, 세계화 등의 변화로 인해 촉발되는 

국가의 탈영토화와 이에 뒤따르는 다양한 스케일의 재영토화가 주목받고 

있다(Smith et al., 1993; Brenner, 1999; Elden, 2005; Papastergiadis, 

2013; Yildiz, 2016). 

위와 같은 기존 논의의 성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라는 개념을 활용해 비공식 주거지 

사례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란 도시의 

행위자들이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의 생산,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도시 빈민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다. 대다수 비공식 주거지들은 확연히 구별되는 공간적 경계와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Sartori et al., 2002),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도시적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AlSayyad, 1993), 

도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화 여부가 결정된다(Neuwirth, 

2007). 즉, 비공식 주거지는 빈민들의 도시 공간 점유라는 가시적인 

행위와 함께 공공 및 토지주 등 행위자들 간 담론 경쟁,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영토화된다. 

둘째,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란 도시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현재 및 미래의 가치, 자원 등을 동원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이다. 

Sack(1986: 19)에 의하면, 영토성(territoriality)이란 “특정한 지리적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해당 경계 내의 사람, 현상, 관계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시도”이다. 공간적 경계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proscribing) 또는 지시(prescribing)하는 

것은 영토화를 통한 통제(control by territorialization)가 작동하는 

방식이다(Vandergeest and Peluso, 1995: 388). 따라서 영토화는 특정 

지리적 경계 내에서 개인에게 구성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개인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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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을 제한하며, 해당 공간 내의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Menzies, 1992). 비공식 주거지는 빈민들의 주거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자원이자 잠재적 교환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써 도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사례는 국가의 영토화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외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간적 경계로서 영토가 존재하고, 그 

안의 인구가 형성되었으며, 영토 및 인구를 통제하고 활용하려는 정치 

조직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사례가 

새롭게 등장한 정치 조직의 영토적 형태로서 상류층 거주지의 특성과 

사적 정부의 구성에 주목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보면 구룡마을은 마을의 인구와 영토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정치 조직의 공간적 표현이다. 다만 국가는 정부의 권한이 독점적이고 

그 영향력이 대규모로 강력하게 미치는 것인 반면에, 비공식 주거지는 

정치 조직의 독점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따라서 여러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 역시 축소되기 쉽다. 주거지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경쟁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도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구룡마을 사례에서 앞서 논의한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는 

영토화 과정의 일환으로 주거지 확보를 위한 빈민들의 공간 전략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 양상이 정치적 세력화라고 볼 수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조직은 장소 만들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Martin, 

2003), 이는 영토화에서 공간을 장악한 정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후 본론에서 주민들의 활동을 논할 때 세력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을 통해 주거지의 경계가 

형성되고 인구와 조직이 구성되는 가운데, 주변 도시 행위자들의 공간 

전략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의 총체가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이다. 즉,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는 세력화를 

통한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주민들 외에 비공식 

주거지 전개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도시 행위자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한다.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개념은 아래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첫째,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과정을 드러낸다. 특정 

공간은 해당 공간을 활용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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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들을 통해 구성되지만, 동시에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와 

과정들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Lefebvre, 1991). 비공식 주거지의 

경우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점유를 통해 주거지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도시 내의 어떠한 공간에 비공식 주거지가 형성되는가에 따라 

주거지 내 가옥의 형태 및 구조, 주민들의 구성과 사회적 관계, 비공식 

주거의 지속 기간 등 역시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다(Walker, 2001). 

따라서 비공식 주거지는 사회구조, 도시적 맥락, 도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토화 개념은 행위주체들 간 사회적 관계와 과정의 기반이자 

결과로서의 공간을 명확하게 제시한다(신혜란, 2016: 122).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서는 도시 빈민들을 양산해내는 사회구조적 

조건 또는 도시 빈민들의 자조적 노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공간과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었다. 절망의 슬럼, 희망의 

슬럼 논의가 그 전형이다. 하지만 비공식 주거지는 도시 빈곤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빈민들의 집단 주거지라는 특정한 물리적 위치와 공간적 

형태로 표현되는 과정이다. 또한, 도시 빈민들이 도시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갖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을 물색하고, 특정 공간을 

점유하기까지 경험하는 도시 행위자들 간 실천과 갈등의 결과물이기도 

하다(Weinstein, 2014). 

둘째,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영토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행위주체들 간 실천과 권력관계의 재구성에 따라 공간 역시 변화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주민들의 구성 및 주민들 간 갈등, 비공식 

주거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해당 주거지를 관할하는 공공의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토지가 완전한 금융 자산(pure financial asset)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비교적 영구적인 것처럼 보였던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주거지들 역시 금융 자본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Desai and Loftus, 

2013). 또한, 뉴욕의 할렘이나 남미, 아프리카 등의 비공식 주거지들을 

대상으로 한 슬럼 관광(slum tourism)이 산업으로써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Meschkank, 2011; Dürr and Jaffe, 2012; Frenzel et al., 2012 등 

참고). 이러한 변화들은 비공식 주거지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영토화 개념은 탈영토화-재영토화 과정을 개념 자체에 내포하고 

있어 비공식 주거지의 역동성을 포착하는데 용이하다. 토지 이용의 

문제(land question)는 언제나 공간의 활용 방식에 관한 행위자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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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경합, 권력 투쟁의 문제이다(Peluso and Lund, 2011; Blomely, 

2017).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기억의 

영토화(the territorialization of memory)’는 상징적인 공간에 대한 

점유의 경쟁이자(신혜란, 2016; Lennon and Foley, 2000) 과거의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현재 행위자들 간 기억의 정치(memory 

politics)이다(Onken, 2007; Jasiewicz, 2015). 마찬가지로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역시 도시 내의 특정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행위자들 

간 경쟁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자원을 활용하려는 행위자들 

간 공간 정치의 산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무수히 많은 탈영토화-재영토화를 수반한다. 

구룡마을은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강남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탈영토화 과정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구룡마을의 존재, 철거와 재개발이라는 배경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다루고 있어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과정과 그 역동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개발 갈등에 관한 연구(김영단 외, 2014; 한리라, 2016) 

및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송준규, 2012; 지명인, 

2012)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학술적,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지점은 

첨예한 개발 갈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개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비공식 주거지 전개 과정에서 주민조직의 역할, 주민조직과 도시 

정부, 개발업자 등 도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 공간 전략의 경합 

 

비공식 주거지는 본질적으로 그 형성 및 전개의 과정에서 도시 빈민, 

토지주, 공공이라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공간이다(Wates, 1976: 160; Pruijt, 2013: 36). 

일반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빈민들은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 및 공공과의 관계에 따라 주거지의 안정화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Neuwirth, 2007). 오히려 무허가 정착지의 크기, 위치, 생활 

여건, 지속가능성 등은 빈민들 자신의 특성보다 해당 사회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UN Habitat, 2003a: 82-83). 도시 행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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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의 주거지를 어느 수준까지 용인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도시 행위자들의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용인 정도 역시 

빈민들이 가진 권력과 자원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빈민들을 포함한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비공식 주거지가 전개되는 

과정은 시공간적으로 특수한(time-space specific) 사건이다(Pruijt, 

2013). 따라서 해당 사회의 맥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the politics of informal settlements)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다. 첫째, 

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도시 및 지역 정치에서 드러나는 

후견인주의(clientelism) 관련 논의이다. 후견인주의란 특정 선거구에서 

유력 정치인 또는 정당이 유권자들의 집단적인 지지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quid pro quo)을 제공하는 선거 동원(electoral mobilization) 

메커니즘을 말한다(Scott, 1972; Kitschelt and Wilkinson, 2007; 

Stokes, 2011; Robinson and Verdier, 2013).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관계가 후원자와 수혜자(patron-client)의 관계와 유사하다. 비공식 

주거지의 경우, 정치인이 빈민 주거지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빈민들은 

선거 때마다 해당 정치인에게 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후견인주의가 

나타난다(Burgess, 1982; Moser, 1982; Banck, 1986; Gay, 1990; 

Burgwal, 1995 등 참고). 

후견인주의 논의는 도시 정치적 관점에서 빈민 주거지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형태의 이윤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 간 관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대규모의 

이윤을 가져오는 하나의 산업과도 같다(UN Habitat, 2003a: 82). 

비공식 주거지가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을 방조하거나 도움으로써 개발의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Roberts, 1992). 또한, 무허가 정착지가 어떠한 

계기로 합법성을 획득할 경우 즉시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토지시장이 

형성된다(Amis, 1988: 240-242). 따라서 토지주들이 빈민들의 조직적 

무허가 정착을 부추기거나(Keeling, 1996: 107-108),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비공식적으로 매입해 빈민들에 분양하기도 한다(Mohan, 1994: 

152). 이른바 도시 주변부의 해적형 도시화(pirate urbanization)가 

진행되는 것이다(Davis, 2006: 37-42). 

둘째, 주로 유럽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도시 및 사회 운동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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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squatting) 논의이다.4 관련 논의는 무허가 정착지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 무단 점유 사례들은 물질적 필요에 의해 

비어 있는 건물 또는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비공식 주거지와 

동일하다. 무단 점유를 도시 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활동가와 

주민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및 선명한 정치적 지향이다(Martínez, 

2013). 관련 사례들의 무단 점유는 주거 정책 실패, 부동산 투기, 사적 

재산권, 자본주의적 도시 공간 생산 등에 도전하는 사회 운동이다(Della 

Porta and Rucht, 1995; Pruijt, 2013). 활동가 및 주민들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사회 운동을 조직하기도 한다. 협력의 

스케일은 특정 도시나 국가 차원에 머물기도 하지만(Appadurai, 2001; 

Polanska and Piotrowski, 2015) 반(反)세계화, 반(反)자본주의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McKay, 

1998; Credland et al., 2003; Martínez, 2007). 

위의 논의들은 무단 점유라는 행위가 가질 수 있는 함의와 주민들의 

정치적 역량에 주목함으로써 비공식 주거지 관련 논의에 기여했다. 특정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빈민들의 물질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적 재산권 등 관련 제도에 저항하고 이를 통해 

급진적인 도시 정치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이다(Martínez, 2013).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주거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 시설들(social centres)을 포함한다. 자선 사업,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 갤러리, 식당, 사무실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관련 시설들은 점유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비상품화된(non-

commodified) 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탈상품화된(de-commodified) 

환경에서 사회 생활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aggio, 1998: 234; 

Montagna, 2006). 이러한 시설들은 운영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이며, 시설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대안적 

가치관과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Mudu, 2004; Hodkinson 

and Chatterton, 2006). 

                                            
4 도시 사회 운동(urban social movement) 관련 논의는 Castells(1983)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들은 도시 운동(urban movement)과 사회 운동

(social movement)의 정의와 차이점을 논하고 무단 점유 등의 사례를 통해 도

시 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사회학의 연구 분야라 여겨졌

던 사회 운동을 학제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 운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관련 논의는 Castells, 1983; Fainstein and Hirst, 1995; 

Pickvance, 2003; Pruijt, 2007; Martínez, 2011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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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제기구 및 각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 등 변화된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에 

관한 논의이다. 비공식 주거지 정책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기구는 

세계은행이다. 세계은행은 1970년대 이후 자조주택 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지역들의 정책적 전환을 이끌어냈다(Pugh, 1994; 

1995).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슬럼 철거(slum clearance) 

방식을 폐기하고 빈민들의 자조 활동을 보조하는 슬럼 개선(slum 

upgrading)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자금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특정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매개하는 것이 정부와 NGO의 역할이다(Madon and Sahay, 

2001; 2002; Burra, 2005; Milbert, 2006; McFarlane, 2008; De Wit 

and Berner, 2009; Habib, 2009; Kamath, 2012 등 참고). 

관련 논의들은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그 역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존 행위자들 간 권력 지형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비공식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드러냈다.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Mukhija, 

2003). 하지만 정부의 매개없이 국제기구와 지역 NGO가 직접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Mallaby, 2006). 또한, 국제 NGO, 대규모 개발업체, 

전문가들 중심의 국제 관료 집단 등 새로운 권력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Abrahamsen, 2004). 새로운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국제기구에서 추진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성공한 사례가 적고, 개발도상국 정부 및 NGO 등이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자금에 의존하게 되며, 오히려 수혜 국가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Werlin, 1999; Verma, 2002; 

Imparato and Ruster, 2003; Bayat, 2004; Davis, 2006; Neuwirth, 

2006; Handzic, 2010; Doshi, 2013 등 참고). 

영토화 개념이 특정 공간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에 주목한다고 했을 때,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를 다룬 기존 논의들 

역시 영토화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후견인주의 사례들은 

주거지가 필요한 빈민들과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정치인들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비공식 주거지가 영토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변 환경 

및 두 행위자 간 권력 관계의 변화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의 탈영토화-

재영토화 역시 이루어진다. 두 행위자의 관계가 후원자와 수혜자로부터 

협력(cooperation) 관계로 변화하기도 하며(Abers, 1998), 빈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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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뿌리 전략(grassroots strategy)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 나가기도 한다(Mitlin, 2008).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정착지들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경험하기도 

한다(UN Habitat, 2003a: 83). 또한, 유럽의 사례들은 기존의 상품화된 

공간을 빈민들이 무단 점유를 통해 탈영토화, 탈상품화함으로써 대안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재영토화한 사례이다. 

위와 같은 기여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투기적 도시성(speculative urbanism)’의 

맥락에서 형성된 비공식 주거지에 주목하지 않았다. 투기적 도시성이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둔해지면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한 투자가 자본축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도시화 자체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신현방, 2017: 226-227).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투기적 도시화(speculative urbanization)를 본격적으로 

경험했으며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윤 추구가 극대화되었다(Shin, 2009; 

Shin and Kim, 2016). 그 중에서도 구룡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투기적 도시화 과정에서 강남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계층 상승을 이루었고, 부동산을 통한 계층 

상승 전략은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았다(박해천, 2013; 

지주형, 2016: 325). 

투기적 도시성의 맥락은 비공식 주거지 및 도시 행위자들의 공간 

전략에 특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자본축적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이 

경합하는 ‘투기적 거버넌스(speculative governance)’가 이루어지는 

것이다(Goldman, 2011). 빈민들의 거주지는 행위자들 대부분이 굳이 

재산권을 가지거나 주장하려 하지 않는 무가치한 토지(no-rent land)인 

경우가 많다(Stillwaggon, 1998: 67). 그러나 토지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조건에서 행위자들은 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획득하고자 

한다(Goldman, 2011). 최근에는 해당 지역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 등 초국적 행위자들까지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투기에 나서고 있다(Desai and Loftus, 2013). 

둘째, 도시 빈민들의 리더십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행위자들 간 

관계를 소홀히 다루었다. 이는 기존 논의가 도시 빈민들을 사회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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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이자 파편화된 개인으로만 다루었던 한계와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연구들에서 조차도 여전히 빈민들의 활동은 기록 및 기억되어야 할 

사회의 단면이자 빈곤이라는 현실을 온 몸으로 헤쳐나가는 개인들의 

삶의 군상이다(조은, 2012; Desmond, 2016 등 참고). 무단 점유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예외적이라 할 수 있지만, 관련 

논의에서도 빈민들의 자체적인 리더십 형성에 주목한 경우는 드물다. 

많은 사례에서 빈민들의 리더십은 시민사회단체 및 중간계급 활동가들에 

의해 주어지거나, 무단 점유의 주체가 빈민이 아닌 경우도 많다(Pruijt, 

2013: 23). 따라서 이들의 요구사항 역시 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급진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민들과 외부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갈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사회적 약자인 

도시 빈민들이 리더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도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Venkateshi(2008)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그는 슬럼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갱단(gang)과 주민 대표, 경찰이 슬럼을 매개로 공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실제 빈민가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비공식적 시스템에 주목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빈민선교 활동이 많은 

빈민촌에서 리더십 형성의 계기로 작용했다(박정세, 1996; 박보영, 

2010; 한국일, 2014). 예를 들면, 1980년 광주 대단지 사건(손정목, 

2003; 김동춘, 2011)이나 시흥 복음자리 마을(정일우, 1989; 김찬호, 

2016) 등에서 빈민들의 리더십 형성의 계기 또는 구심점을 목사나 

신부가 제공했다. 다만 관련 논의들에서는 구심점이 주어진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거나, 목사 또는 신부 개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원, 2008; 임미리, 2012). 

구룡마을에서 빈민들의 리더십은 비공식적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정치체(body politic)로, 또는 

사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정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요한 기능들의 권위적 배분, 공동의 

결정을 인준하는 상징적인 시스템, 공동의 규칙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관, 결정 및 규칙 등을 집행하고 결과에 따라 구성원에 대한 

상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등이 그것이다(Latham, 1959; Lakoff, 1973; 

McKenzie, 1994; 2011).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은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공공 및 개발업자 등 도시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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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조직이 정치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 공간을 매개로 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그 

과정이자 결과로서 비공식 주거지의 전개 등을 구룡마을 사례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구룡마을과 유사한 사례가 한국의 자조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산 물만골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관련 연구들(이희찬, 2001; 2004; 

권봉관, 2013)에 따르면, 물만골은 황령산 산골에 위치한 마을로써 

수차례의 철거투쟁을 거치며 주민들 간 결속력이 강해졌다. 물만골 

주민들 역시 구룡마을의 그것과 유사한 강력한 주민조직을 구성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일종의 

대안적 삶을 보여주는 도심 속 생태마을로의 변모를 시도했다. 마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구룡마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시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물만골 사례 

역시 그간의 과정을 기술하는 수준 이상의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정 비공식 주거지가 처한 도시적 맥락에 주목하고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빈민 주거지 문제에 대한 규범적 인식 

또는 해결책이 결여하고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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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 주거지와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소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주민조직의 역할에 주목했다. 

관련 논의들을 요약하면 비공식 주거지를 다룬 문헌들은 크게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 원인을 논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거시적인 관점과 

빈민들의 생활 실태를 밝히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관련 

연구들은 빈민들을 사회구조의 수동적인 피해자로 인식함으로써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이해를 편향되게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자조주택 

논의가 예외라 할 수 있지만 관련 문헌들은 오히려 빈민들의 삶을 

과도하게 낭만화하는 편향을 갖는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장소 만들기 개념을 논의했다. 특히,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를 검토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의 정치적 세력화 및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지의 전개 양상, 정치적 집단으로서 주민들의 사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둘째, 특정한 도시적 맥락에서 비공식 주거지가 전개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개념을 제안하고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영토화 개념은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재해석되는 영토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행위자들 간 사회적 실천과 과정의 기반이자 결과물로서의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비공식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가 창출되고 

안정화 되는 과정을 주민들의 공간 점유와 리더십 형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는 영토화 과정의 일환으로 

주거지 확보를 위한 빈민들의 공간 전략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 양상이 

정치적 세력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공식 주거지가 창출해내는 

특수한 종류의 이윤과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에 주목함으로써 비공식 주거지 전개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구룡마을 사례에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빈민촌이라는 맥락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빈민을 포함한 주변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이 

분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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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소개: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제 1 절 구룡마을의 형성 

 

 

1. 도시 빈민촌으로서 구룡마을의 형성 

 

본 절에서는 도시 빈민촌으로서 구룡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과정과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을 검토한다. 구룡마을의 주민 규모가 커지고 

주민자치조직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빈민들이 

구룡마을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촌향도 현상이 

시작되면서 빈민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행정 역시 세밀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 주택을 구매 

또는 임대할 수 없었던 빈민들이 미사용 토지에 직접 주택을 건축했던 

것이 그 출발이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주택이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 등 기초적인 서비스 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은 각자 개별적인 방법으로 삶의 다양한 필요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사실상 사회의 공적 체계 안에서 당시의 구룡마을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비공식 주거지이다.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 및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은 유례없이 빠른 수준의 

이촌향도 현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재열, 2006). 이는 물론 압축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과밀 현상과 함께 도시 빈민들의 주거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당시 도시 지역에서 창출된 인력수요를 이촌향도를 통해 조달하면서도 

많아진 도시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조건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하성규, 2007). 시기 및 경우에 따라 그 주된 형태는 

판자촌, 비닐하우스촌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도시 내에서의 분포 

역시 점차 주변화되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수도권 내 도시 빈민들의 

주거지는 항상 존재해왔다. 

[그림 2]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룡마을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2017년 현재 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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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동에 1,100여 가구, 2,200여 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부지의 면적은 279,083m2이며 대부분의 토지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다. 5  구룡마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 관련 논의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SH공사를 시행사로 하는 공영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해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된 것은 2011년 4월이며,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 개발업자 등의 갈등으로 인해 한 차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된 것은 2016년 11월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개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6 

 

 

그림 2 구룡마을 지도 

 

                                            
5 강남구청 주택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면적은 2002년 322,046m2

로 산정되었으나, 2011년 4월 공영개발안의 발표와 함께 279,083m2로 수정되

었다(지명인, 2012: 205에서 재인용). 
6 조선일보. 2017. 09. 08. <다시 막힌 구룡마을… 이주작업 겨울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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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룡마을의 토지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7  소규모 주민들의 거주는 약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25)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1985-86년경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1982년경에만 해도 구룡마을 터는 목장과 농사용 비닐하우스, 논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주변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군데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직접 집을 짓고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주민들이 구룡마을 토지를 목장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으로 활용한 것은 당시 서울 및 경기도 권역에 형성된 

비공식적 주거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이정훈, 1994). 

초기 주민들의 존재로 인해 구룡마을은 이후 도시 빈민들의 대규모 

집단 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들의 거주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인 주민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구룡마을이 도시 빈민들의 잠재적인 주거지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기 주민들 중 일부는 마을의 

규모가 확장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자신의 집을 직접 

건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집들을 추가적으로 건축해 판매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구룡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해당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빈민 거주지 형성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가옥을 

건축해 판매하는 등 구룡마을의 점진적인 확장에 기여했다. 

 

 

2.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 

 

비공식 주거지로서 구룡마을의 특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본론에서 논의할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7 1970년대 구룡마을의 현황이나 모습 등은 이후 본론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규모 확장 이후 구룡마을 전체 주민 수에 

비하면 1970년대부터 거주한 주민들의 수 자체가 매우 적기도 하고, 이들의 존

재가 이후 주민들의 활동 양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

만 이들의 존재는 이후 구룡마을이 대규모로 확장되는데 있어 일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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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구룡마을은 비공식 주거지로써 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구룡마을 내의 주택들이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건축물이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 및 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언제든지 철거를 당할 수 있다는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구룡마을 형성 당시부터 십여 년간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쓰레기조차 규정에 

맞게 배출할 수 없었을 정도로 사회의 공적 제도나 국가 행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김종석, 1994).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도전(盜電)을 

하고 지하수를 파서 쓰는 등 대부분의 필요들을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해결했다. 

둘째, 구룡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의 거주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를 

인정하게 되면 주소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각종 행정 및 제도적 지원들 

역시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대부분 받아주지 않는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조건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기본적으로 

구룡마을과 같은 무허가 정착지를 칭하는 용어가 법 또는 행정적으로 

합의되어 존재하지 않고, 특정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무허가 

정착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근거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다(대한주택공사, 2005: 

65). 공적 제도 및 체계 안에서는 구룡마을의 존재 자체가 사실상 

부정되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구룡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경제 활동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빈민들은 공식 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룡마을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구룡마을 내에 형성되어 

있던 비공식 부문이다.8 강남구청 주택과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2년 

                                            
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구룡마을 내 비공식 부문은 본론에서 논의할 영토화 

과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비공식 부문 자체에 대해 논하기 위한 것은 아

니다. 구룡마을의 비공식 부문은 공식적 재산권과 규제 없는 경쟁을 열망하는 

영세 사업가들의 공간(De Soto, 1989)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식 부문과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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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룡마을에는 76개의 상가겸용가구가 존재한다. 음식점 14개소, 

교회 11개소, 매점 13개소, 공장 8개소, 고물상 7개소, 미용실 3개소, 

카센터 2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도 양곡상, 세탁소, 목공소, 전파사, 

이발소, 택배, 건강식품, 연탄가게, 무속, 솜틀집, 철거대행업, 정육점, 

포도농장이 각 1개소씩 자리잡고 있다(강남구청 주택과 내부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37에서 재인용).”고 한다. 구룡마을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업체의 수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2017년 현재에도 

음식점이나 매점 등 일부 업체들이 운영 중이다. 

위와 같은 구룡마을의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은 주민자치조직의 

등장 이유 및 역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후에 논의할 

구룡마을의 맥락에 더해 주민자치조직이 마을의 비공식적 조건들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공간 전략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룡마을이 가진 특성들은 여타의 비공식 

주거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관점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유사한 비공식적 조건들이 서로 다른 맥락,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있다. 이는 곧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 다양성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규모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도시의 비공

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에 대한 논의는 Sethuraman, 1976; Bromley, 1978; 

De Soto, 1989; Loayza, 1996; Portes and Hoffman, 2003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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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룡마을의 맥락과 행위자들 
 

 

1. 투기적 도시성 하의 도시 빈민촌 

 

본 절은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인 도시적 맥락과 

주요 행위자를 소개한다. 한국에서 강남이라는 공간이 갖는 위상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자산축적과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2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울 강남은 

투기적 도시화의 산물이며 투기적 도시성의 공간이다. 구룡마을 역시 

형성과 거의 동시에 상시적인 개발압력을 받아왔다. 따라서 남미 등의 

사례와 달리 구룡마을은 존재의 한시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를 통한 투기적 

개발이익의 추구라는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구룡마을의 행위자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이다. 각각의 

행위자들은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지해왔다. 그 중 기존 논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주민자치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본론의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구룡마을은 투기적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 강남의 비공식 주거지이다.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이래 산업단지건설, 

국가기반시설 건설 등 토건사업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 규범화되었다(채상원‧신혜란, 

2017: 313). 이러한 경험과 인식 하에서 정부와 자본, 언론, 학계 등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 유착에 기반을 둔 토건동맹이 

형성되어 국가의 국책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최지훈, 2003; 

오관영, 2003; 정규호, 2003; 홍성태, 2005). 이후 토건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담론이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었다(조명래, 

2003). 토건국가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녹색성장’ 등 환경친화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사업들마저 환경 파괴적인 토건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박진섭, 2009; 박창근, 2009; 조명래, 2009). 

토건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지역 차원에서도 활발하다(박배균, 

2009).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사실상 거의 모든 토지 및 자연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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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해 경제성장에 동원한다는 점에도 있지만(조명래, 2003: 34), 

토지를 상품화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급증시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공고화한다는 것이다. 한국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에서는 서구의 

사례와 달리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Shin, 2014), 대체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때 부동산 개발은 도시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Fainstein, 2001: 

218).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부동산 투자가 도시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부동산 투자가 극대화되고 이를 통한 이윤 추구가 본격화되었다(신현방, 

2017).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용어가 이를 웅변한다. 

서울 강남은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이래 강남은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최상위 계층의 주거지역으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강남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루었고, 부동산을 통한 계층 

상승 전략은 한국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박해천, 2013; 

지주형, 2016: 325). 이로써 서울 강남은 대중들이 욕망하는 공간이자 

도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다(박배균‧장진범, 2016). 개인들로 

하여금 강남으로 진입하기를 원하도록 하고, 도시 정부들로 하여금 

강남을 도시 성장의 롤 모델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부산의 

강남’, ‘대구의 강남’ 등 강남 이외의 도시에서 강남적 도시성을 

따라하려는 시도들이 이를 방증한다(박배균‧황진태, 2017). 

이러한 강남의 성장 과정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통한 계층 상승을 

추구하는 투기적 주체들과 투기 지향적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생산해낸 

과정이기도 하다(박배균, 2017: 9; Goldman, 2011). 2017년 현재도 

구룡마을과 같은 비공식 주거지 뿐만 아니라 과거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산물이자 현재는 낙후되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강남의 

아파트들이 각종 건설업체들과 개발업자들의 각축장이 되고, 그 안에서 

마치 이익집단처럼 행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위와 같은 강남의 특성과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고려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한 투기적 이익 취득이라는 목표가 다수 행위자들에게 

구조적으로 강하게 맥락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들 간 정치적, 사회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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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은 위와 같은 맥락 하에 존재하는 도시 빈민들의 비공식 

주거지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구룡마을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존재의 한시성을 갖는다. 멕시코의 파벨라(favela) 

또는 미국의 도시 슬럼 등 비공식 주거지들 중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라 여겨지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법적 기준에서는 불법이지만 

그로 인한 철거의 위협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구룡마을에서 

철거와 재개발은 예정된 미래이다. 해당 토지가 갖는 자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주택 브로커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토지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대한주택공사, 2005: 39). 실제로 구룡마을이 

빈민들의 집단 주거지로 발전하기 전인 1970년대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시도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둘째, 구룡마을의 잠재적 자산 가치와 이로 인한 철거 및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련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 투기적 도시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행위자들은 기회가 

있다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과 계층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빈민으로써 거주 공간이 필요해 마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1980년대 당시에 굳이 구룡마을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후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자신들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민간 자본과 개발업자들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구룡마을 개발에 나서고자 했다. 공공 행위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발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자들이 구룡마을을 영토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간 전략은 기본적으로 투기적이다. 토지 가치의 잠재적인 상승분을 

활용해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했을 때, 사실상 구룡마을과 관련된 대다수의 

행위자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투기적 공간 전략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구룡마을이라는 비공식 주거지가 

생산되고 특정한 장소가 만들어지며,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연쇄가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민자치조직의 활동, 공공의 역할, 개발업자의 

개입 등이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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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위자들 

 

상기한 것처럼 구룡마을은 개발압력이 높은 강남의 도시 빈민촌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룡마을의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나 민간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한국주택공사(현 LH 

공사), LH 공사, SH 공사, 대한토지신탁, 군인공제회 등 공공 또는 

공공에 준하는 행위자들 역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9  구룡마을의 개발 갈등이 10년 이상 장기간 첨예하게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행위자 중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 가장 장기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각 행위자들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와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 

담지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로써 빈민들의 리더십이 구체화된 형태이다. 주민자치조직은 

1986년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룡마을이 대규모 빈민촌으로 

확장된 시기가 1980년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마을 형성 초기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후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자치조직의 권한 

역시 커졌으며, 개발 갈등이 격화되기 전까지 마을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조직의 존재와 역할은 일부 르포 

기사의 경우(김종석, 1994)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기존 

연구들(김영단 외, 2014; 한리라, 2016)에서는 개발 갈등이 심화된 후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이익집단 정도로만 분석되어왔다. 

하지만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이다. 이들은 구룡마을을 점유해 비공식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안정화한 빈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수차례 시도된 철거와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구룡마을이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자치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존재했던 주민자치조직 건물이나 

이들이 설치한 변압기, 수도시설 등이 주민자치조직의 존재와 역할을 

                                            
9 한겨레. 2004. 07. 20. <구룡마을은 몇안남은 서울 금싸라기땅>; 동아일보. 

2004. 07. 21. <군인공제회, 강남 구룡마을에 아파트단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2006. 06. 27. <군인공제회 ‘구룡마을 개발’ 손떼나>; 머니투데이. 2010. 04. 26. 

<포스코건설, 구룡마을 직접 시행 나선다>; 한리라, 2016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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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을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던 

구룡마을에서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다. 

둘째, 개발업자는 구룡마을 개발을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추진한 

행위자로 주민자치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구룡마을을 영토화-

탈영토화했다. 이 개발업자는 부동산개발업체 중원의 대표로써 이름은 

정○○(이하 정 씨)이다. 정 씨는 등기부등본 상 구룡마을 토지의 절반 

가량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이다. 2003년경 구룡마을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그는 2005년 강남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구룡마을 개발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구룡마을 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투기꾼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 씨는 1990년대부터 구룡마을의 영토화에 

개입한 주요 행위자이다. 그는 주민자치조직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조직이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했으며,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조직의 권한을 이용하고자 했다. 

셋째,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공 행위자이다. 

강남구는 자신의 권한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에 개입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철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철거 시도가 수차례 실패하면서 강남구는 

철거를 사실상 포기했다.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의 존재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강남구청 상황실로 표현된다. 이들은 마을 내 거주 세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마을 통치권이 장악되면서 소극적 역할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강남구가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 적극적 역할을 갖게 된 것은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개발이 추진되는 시점에서이다.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주민들과 

강남구의 권력관계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구룡마을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4장, 5장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들의 일지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10 연합인포맥스. 2014. 08. 05. <포스코건설이 ‘판자촌 구룡마을’에 발 묶인 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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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3장에서는 이후 전개될 본론의 배경이 되는 구룡마을 형성 초기 

과정과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도시적 맥락과 행위자를 

소개하였다. 구룡마을은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빈민들의 비공식 주거지로, 1970년대 초반부터 일부 빈민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주민들의 거주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되었고, 이들의 존재는 이후 구룡마을이 빈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비공식 주거지인 구룡마을은 사회의 공적 체계 안에서 

존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조차 공급받지 못했다. 전입신고도 불가능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구룡마을 내에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 경제 부문 역시 마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특성들은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적 맥락과 행위자들 역시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구룡마을은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 강남의 도시 빈민촌이다. 

강남은 서울의 투기적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계층 

상승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구룡마을은 철거 

및 재개발이라는 미래를 예정하고 있는 한시적 공간이며, 관련 행위자들 

역시 이러한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의 공간 전략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 세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이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 본 연구는 중요한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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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제 1 절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1. 도시 빈민들의 대규모 정착과 리더십 형성 

 

본 절에서는 비공식 주거지로서 구룡마을의 영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마을 규모가 커지고 주민자치조직이 

구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구룡마을이 대규모 비공식 주거지로 확장된 

과정은 영토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빈민들의 공간 점유와 경계의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구룡마을에 다수의 빈민들이 

진입한 것은 도시 빈곤 문제를 공간적으로 이전하는데 그친 정부 정책의 

한계와 당시 도시 내에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공간이 

부족했던 상황에 기인한다. 또한, 주민자치조직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빈민 선교가 활발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구성될 수 있었다. 

목사라는 리더십 형성의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마을의 주민 

수가 많아진 상황은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전기와 수도 등 필수적인 서비스들 조차 공급되지 않는 무허가 

정착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빈민들의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주민자치조직이 기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커지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확장의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의 무허가 정착지 규제 정책과 

1980년대의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철거민이 다수 

발생했다. 먼저 1970년대에는 기존 도심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무허가 정착지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철거민들이 증가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 외곽의 무허가 정착지를 찾기 시작했다. 도시 빈곤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은 도외시한 채 무허가 주택의 철거와 개량이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도시 빈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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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이전된 것이다(장세훈, 1998: 265). 

도시 빈곤의 공간적 이전은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82년부터 정부는 이러한 메가 

이벤트들에 대비해 대대적인 도시 미관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남아 있던 

판자촌들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철거민들이 

당시 그들의 생활권과 그나마 가까운 구룡마을로 모여들었다. 11  당시 

철거된 곳 중 한 곳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리의 무허가 정착지였는데, 그 

곳의 철거민들이 대거 구룡마을로 유입되기도 했다. 12  실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구룡마을 직전의 거주지로 과거 수도권에 

존재했던 비공식 주거지들을 언급했다.13 

둘째,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과 이를 기회로 삼아 활발히 활동한 주택 브로커들의 역할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주거비가 폭등했고 서울시 내에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준의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대한주택공사, 

2005: 37). 따라서 일정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도시 빈민들의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울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거나 직업을 구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통근 

요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 

말 강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 남겨져 있던 강남 일대의 미개발 

사유지들이 도시 빈민들의 주거지로 변모했다(대한주택공사, 2005: 37). 

그 결과 서울 시내의 무허가 정착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29). 

이러한 배경에서 저렴한 무허가 주택에 대한 빈민들의 수요를 

포착한 브로커들이 무허가 주택을 대규모로 지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구룡마을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장되었다(이복주, 1991; 김종석, 1994). 

                                            
11 머니투데이. 2013. 08. 11. <‘도심화 밀물’이 만든 강남의 섬…끝나지 않은 개

발 논란> 
12 머니투데이. 2009. 11. 04. <타워팰리스 옆 판자촌 목숨 걸고 삽니다> 
13 구룡마을 역시 88올림픽에 대비한 도시 미관 정비 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철거된 다른 무허가 정착지들과 달리 구룡마을은 

철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후에 논의할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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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25)은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 자고 나면 집들이 몇십 채씩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몇십 가구씩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집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브로커들에 의해 집들이 대량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밤 사이에 집을 몇십 채씩 지어서 팔았던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2, 3년 안에 해당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주민들에게 특별분양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문은 가진 것 없던 도시 빈민들의 무허가 주택 구매를 부추겼다. 

영토화의 시발점인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점유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철거민들의 대규모 유입이 이루어진 후 구룡마을은 약 

3,000세대, 주민 10,000여 명 규모의 서울시 내 최대 무허가 정착지가 

되었다. 빈민들의 주거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구룡마을의 공간적 

경계 역시 명확해 졌는데, 아래 [그림 3]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들은 

아래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을을 9개 지구로 나누어 관리했다.14 

 

 

                                            
14 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지도인 [그림 3]을 보면 마을 전체가 1~8지구로 나누

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구들 중 7지구는 7A지구와 7B지구로 나누

어지기 때문에 마을 내 지구는 총 9개이다. 

그림 3 주민자치조직이 작성한 구룡마을 지도 

(출처: 1997년 구룡마을 실태 및 상황 총람, 연구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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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해당 지도는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 주거지 

영토화의 중요한 주체임을 확인시켜준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비록 도시 

빈곤의 재생산과 공간적 이전이라는 정책적 실패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여파로 뜻하지 않게 강남의 미개발 사유지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단순히 

수동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공간을 

점유해 영토화를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인식하고 스스로 

그 공간적 경계를 창출해낸 능동적인 존재였다. 연구자가 입수한 해당 

지도가 포함된 ‘1997년 구룡마을 실태 및 상황 총람’이라는 문서가 

이를 방증한다. 이후에 더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주민들이 작성한 지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해당 문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인식하고 관리하고자 했던 모습, 비공식 주거지가 갖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주민들이 취한 공간 전략 등을 잘 보여준다. 

구룡마을 주민들이 영토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이자 

방식이 바로 주민자치조직이다. 주민자치조직은 빈민들 내에서 형성된 

리더십의 표현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그 형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도시 빈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이를 단지 공간적으로 이전할 뿐인 국가의 폭력적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철거민들이 양산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빈민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정희수, 

2002; 박보영, 2010). 빈민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은 기독교 운동의 

전통 중 하나이다. 당시 빈민 선교를 실천하던 종교인들은 판자촌 등 

비공식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거주를 하며 사목활동을 이어갔다. 철거민 

등 빈민들의 권익옹호와 자활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기독교의 전통을 

지켜나가려 했던 것이다(백찬홍, 2002: 304).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 역시 마을에 거주하던 한 목사의 빈민 선교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해당 목사는 구룡마을이 크게 확장되기 직전인 

1987년경 구룡마을에 들어와 마을 내에 교회를 짓고 그 곳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사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주민자치조직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87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초대 회장이 되어가지고 …(중략)… 서울에는 

교회도 많고 그래서 교회 없는 곳,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31년 째 여기 살고 있어. 내가 초대 회장이었을 때는 

124세대밖에 없었어. …(중략)… 방 두 개를 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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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애들 30명, 어른 20명 정도 됐었지. 여기 앞이 

배추밭이었는데 그걸 50만원 주고 빌렸어. …(중략)… 그 당시에 

구청에서 철거를 많이 해서 고민하다 결국 (교회를) 지었어. 

(연구참여자1) 

 

마을의 규모가 작았던 시절에 선교를 목적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주민자치조직의 첫 회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를 짓기에 앞서서 

주민들을 모아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124세대 규모의 마을에서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을 정도이니 작지는 않은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목사는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당시 목사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철거의 위협에 대응하고 빈민들의 자조 활동을 돕는 것이었다. 

구룡마을 역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부 

받았는데15, 목사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 다니면서 

갈 곳 없는 빈민들의 처지를 호소해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여당 위원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식(연구참여자1)”이었기 

때문에 여당 위원장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목사는 

빈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앙개혁, 정신개혁, 생활개혁”을 

하는 것이 회장으로써 자신의 목표였다고 말한다. 과거 구룡마을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에는 ‘구룡마을 주민 5대 실천운동’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1)한 세대 한 통장 갖기, 2)열심히 일 나가기, 3)도박 안하기, 4)술 안 

마시기, 5)이웃 사랑하기 등이 그 것이다(김종석, 1994: 156). 즉,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기초적 공동생활을 조직하는 것이 초기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었다. 

위와 같이 초기 빈민들의 리더십은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에서 첫 

단계인 공간 점유를 이루어냈다. 이는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았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자칫하면 철거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빈민들의 열악한 사정을 호소하고, 빈민들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철거민들이 구룡마을로 진입했고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15 해당 정보는 연구자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비닐하우스촌 주민 거주

권(주민등록 전입) 쟁취를 위한 전진대회’ 관련 문서를 참고했다. 해당 문서는 

2000년에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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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의 공간 점유는 더욱 확정적인 것이 되었다. 

 

 

2.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비공식적 조건의 극복 

 

주민자치조직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난 조건은 

빈민들의 공간 점유 외에도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가져왔다.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초기 주민자치조직은 

공공의 철거 시도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가졌다. 그 외에 비공식 주거지에 

거주함으로써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비공식적 삶의 조건들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었다. 하지만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자치조직이 마을을 대표해 비공식적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빈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의 형태로 

정치적 세력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안정화하려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주민자치조직은 1987년경 구성되어 마을의 자치적인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1997년 주민자치조직에서 작성한 ‘구룡 

마을 실태 및 상황 총람(九龍 마을 實態 및 狀況 總覽, 이하 상황 

총람)’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4]. 회장단은 주민자치조직 전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주민자치조직 

산하에 각 부문과 담당 업무에 따라 9개의 소위원회가 존재한다. 각각은 

후생복지위원회, 새마을위원회, 상수도위원회, 정화위원회, 홍보위원회, 

섭외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전기통신위원회이다. 

이들 소위원회와 별도로 일반 조직이라고 하여 마을 부녀회, 장‧청년회,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었다. 각 직책, 소위원회, 조직 별 상세한 권한과 

역할은 주민자치조직의 회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의 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조직의 기본적 

역할은 무허가 정착지의 비공식적 삶의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수단을 찾는 것이었다. 상수도위원회, 전기통신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상기한 것처럼 구룡마을에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도전을 하고 지하수를 파서 쓰는 등 자체적 해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의 주민들만 거주할 때에는 각자 대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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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수가 증가한 조건에서는 각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집단적 대응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내에 전기 공급 체계가 갖춰진 과정에 대해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었던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을 안에 농업용 전기로 들어오는게 그때 딱 하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비로 변압기를 설치했어. 증설한거지. 그렇게 

하고 한전(한국전력공사)에다가 우리가 전기 사용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지. 이것도 없을 때는 도전했고. 

(연구참여자2) 

그림 4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 조직표 

(출처: 연구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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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전기를 훔쳐서 사용하는 기존의 비공식적 방식 대신 

공식적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직접 변압기를 설치하고 집단적인 전기 사용 및 

관리체계를 구성했다. 이후 주민들은 도전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각 세대별 전기 요금을 한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내에 수돗물이 공급되었던 과정 역시 이와 유사하다. 지하수를 

사용해왔던 주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1995년 내곡-

포이 간 도시고속화도로 터널 공사였다. 상황 총람에는 당시의 상황이 

아래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구룡마을 지역은 무허가 집단 부락으로 2,0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며 지하수를 개발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마을에 

인접하여 내곡-포이 간 구룡터널 공사(발주처: 한국토지공사. 시행처: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시공처: 주. 금호건설)를 함으로서 수맥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중략)…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묵살함에 저희의 고통을 알리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개통식 전일인 1997년 10월 17일 구룡터널 입구에서 주민 1,500여명이 

일사분란하게 집회를 갖은바 있으며 …(후략)… 

(구룡 마을 실태 및 상황 총람) 

 

즉, 인근의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으나 당시 서울시 수도사업소는 무허가 정착지 

내에 상수도 관련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수도사업소는 주민자치조직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으로 상수도 시설 공급이 가능한 마을 앞까지 

시설을 공급해주었고,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로부터 돈을 모아 마을 내 

수도 공급망을 직접 설치했다. 수도 요금은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각 세대별로 납부하게 되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 역시 주민들이 극복하고자 했던 비공식적 

조건 중 하나이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었는데, 한 연구참여자는 이 상황을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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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되니까 여기저기 부탁해서 주소지 해놓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지. 주민등록 말소도 몇 번이나 됐는지 몰라. 그땐 이 

동네에도 애들이 많기도 했고 어쨌든 주소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그랬어.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사정 설명을 해가면서 부탁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3)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만 주소는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주민들 중 운이 

좋게도 구룡마을 근처에 위장전입을 성공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편물을 찾는 것도 물론 편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은 이래도 우리 

애들은 강남에서 학교 나오고 다들 대학도 나왔다(연구참여자4)”며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구룡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장전입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적 체계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여기는 동네도 무허가지만 사는 인간들도 무허가 

(연구참여자17)”임을 체감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16, 마을 내 주택들에 대해 직접 일종의 주소를 부여했다. 

각 주택마다 붙어있는 아래 [그림 5]와 같은 팻말들이 이를 보여준다. 

팻말에는 ‘O지구 O동 O호’라는 문구와 함께 가옥주의 이름이 함께 

표기되어 특정 가옥의 주소로 기능한다. 이러한 주소 역시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근거가 되는 등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강남구에서의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민자치조직은 주택들에 직접 주소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 각 세대별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는 등 주소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도 공과금 납부 및 우편물 수령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소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16 상황 총람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것을 지시했으나 강남구가 이를 거부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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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룡마을 내의 가옥들마다 붙어 있는 주소 팻말 

 

위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비공식 주거지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은 정치적 

세력화라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적으로 도시 빈민들은 생존 전략으로서 

비공식적 활동에 몰두한다(Khan and Riskin, 2001). 비공식적 고용 

관계, 비공식 주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존 논의들에서는 빈민들의 

개별적인 생존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과 달리, 구룡마을 사례는 

그것이 집단적인 세력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주민자치조직은 개개인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빈민들의 시도였다. 도전을 하거나 다른 지하수 

공급원을 찾아보는 등의 수단을 계속해서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을 

지불하고 무허가 정착지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으려 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주민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서 주민자치조직의 

위상도 강화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토대로 사회의 

공적 체계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공적 체계에 포함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기와 수도를 공공으로부터 공급받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했으며, 주소를 스스로 부여한 점 등이 그러하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 속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는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빈민촌이라는 구룡마을의 맥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존재가 불법인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으로써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어내고 향후 있을 개발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공고화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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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모습에서 도시의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된 도시 빈민들이 

대표 기구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누락되어 있는 공적 체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관련 정책에서 배제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의 

정치학(Appadurai, 2001)’이 드러난다. 

위와 같이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이 비공식적 조건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공적 체계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영토가 안정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주민자치조직이 작성한 

‘비닐하우스촌 주민 거주권(주민등록 전입) 쟁취를 위한 전진대회’ 관련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88올림픽을 이유로 구룡마을에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1990년 철거를 목적으로 이른바 ‘따이한’이라는 

철거 용역을 투입하는 등 주민들의 영토를 탈영토화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철거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정부 단독의 

철거는 시도 조차 되지 못했다. 구룡마을 주민들의 규모 자체가 

급격하게 커져 강제철거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조성되었고,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주민들의 세력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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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1.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취약한 지위의 극복 

 

본 절에서는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중반, 주민자치조직이 마을의 비공식적 정부로서 역할을 갖게 

되는 과정을 논한다. 이는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 주거지의 공간을 

점유해 거주 자원 활용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정치적 권력까지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공고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시기에 주민자치조직은 무허가 정착지의 열악한 

상황에 대처하는 활동을 넘어 자신들의 주도로 마을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빈민들의 취약한 법적‧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구룡마을이 가진 잠재적 자산 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공간 전략인 것이다. 

주민자치조직의 개발 추진은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의 마을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들은 곧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마을 내에서 민주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규칙을 제정 및 집행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를 이루었다. 

구룡마을은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강남의 비공식 주거지이다. 개발 

압력이 높다는 사실은 구룡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거주가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한다. 언젠가는 구룡마을도 철거와 개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룡마을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룡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존재해왔다. 

뿐만 아니라 구룡마을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장된 이후인 1994년에는 

벽산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17 게다가 구룡마을 주민들 중 다수가 무허가 

정착지가 철거되면서 철거민이 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민들 중 구룡마을에 영구적 무허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연구참여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당시 주민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17 개포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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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금까지 이렇게 30년이나 이 동네에 이러고 살 줄 알았나. 여기 

들어올 때는 뭐 딱히 갈 곳이 없기도 했지만 한 2, 3년만 살면 금방 

개발돼서 잘 살 줄 알았지. 

(연구참여자6) 

 

즉, 빈곤에서 비롯된 구룡마을에서의 무허가 거주 자체는 한시적일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구룡마을의 개발이 주민들 간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자신들의 무허가 거주가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주민들의 인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이 

개발이익의 이해관계자라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현행 법상 구룡마을과 

같은 무허가 정착지가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익사업일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존재하며, 민간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대한주택공사, 2005: 83). 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소간의 현금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룡마을 주민들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 이해관계자이기는 하나 개발이익의 

상당한 부분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자신들이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주민들이 

당시 “구룡마을에 2, 3년만 거주하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를 굳게 믿었다고 말한다. 부동산 자산을 통한 계층 상승의 

가능성에서 자신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구룡마을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 도시 빈민이라는 법적, 사회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조건에서 

자신들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은 강력한 세력화에서 나온다는 

논리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마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조직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충분히 확보된 주민들의 규모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조직은 정부에게 빈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아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주면서 자신들의 주거권,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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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내세웠다. 자신들이 개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리라고 또는 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주민들의 기대와 노력은 

주민자치조직의 회칙과 문서 및 각종 활동들에서 잘 드러난다. 

1994년 11월 구룡마을 내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된 주민총회 

자료집을 보면 당시 개발사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집에는 개발과 관련한 규약과 사업계획,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및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등장한다. 

주민자치조직은 대림산업, 동부건설, 벽산건설 등 총 6개사에 시공사 

참여요청서를 발송했으며 이들 중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추진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총회의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낭독과 노래 부르기에서 당시 주민들이 취한 입장이 잘 드러난다. 

 

구룡마을 주민 전체는 …(중략)… 가난은 물론 못배움의 서러움도 결코 

자식대까지 물려줄 수 없다고 각오와 염원을 안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주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줄 것을 

촉구한다. …(중략)… 빈민을 위한 재개발사업 착수를 촉구한다. 

(결의문) 

 

호화주택 건설하면 누가 사나요 투기꾼 복부인이 와서 사나요 

…(중략)… 우리들은 내집없는 빈민이지만 무엇이 정의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국민 내집마련 꽃 

피웁시다 

(노래 무주택자 신세) 

 

즉, 자신들은 도시 빈민으로써 구룡마을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으니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구룡마을을 빈민을 

위한 주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자신들에게 주어져야만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개발을 통해 

자신들의 집이 마련되는 것이 사회의 정의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입장은 

여러 문서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조직의 

회칙에서는 주민자치조직 설립의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택 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던가 

“구룡마을의 숙원사업” 등의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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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서는 “사업”이라는 장을 따로 두어 주민자치조직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의 명칭을 “내집마련 대책 위원회”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조직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존재의 

한시성을 인식한 빈민들이 개발 가능성을 기회로 보고 그들의 취약한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 전략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적 

맥락에서 마을이 철거될 것이라는 점과 자신들이 함께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주민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구룡마을이 가진 잠재적 

자산가치를 취하기 위한 경쟁에서 주민들은 이 경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려 했던 것이다. 주민들이 구룡마을을 

장악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민자치조직은 개발 가능성을 기회로 여기고 자신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고자 했다. 

둘째, 개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 보편화된 사회 

분위기에서 구룡마을 주민들 역시 개발을 통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이 동네 주민들 90%가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연구참여자1)”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관련 논의는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이 공고한 세력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실제 개발을 추진하고 가능성을 보이자 당시 

주민들은 주민자치조직을 더욱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는 구심점이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조직의 

입장에서 개발 시도는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자신의 영토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구룡마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담론에서 주민들의 마을 개발 

추진은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한 빈민들의 부당한 요구 정도로 치부된다. 

예컨대 구룡마을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이 투기 목적이나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로 버티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기초생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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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18 또한, 구룡마을 관련 신문 기사들은 

무허가 ‘딱지’ 거래19, 개발과 관련한 불법 거래 행위20, 개발 갈등 관련 

분쟁21 등 개발 문제를 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 구룡마을 주민들을 빈민과 

투기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자치조직의 모습을 단순히 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했을 때, 개발 압력이 높은 토지에서는 

해당 토지에 연관된 사실상 모든 행위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투기가 

이루어진다(Goldman, 2011). 다만 특정 행위자가 취하는 방식이 보다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또는 행위자의 지위 고하에 따라 또는 행위자의 

권한이 법에 의해 공식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투기의 형태가 달라질 

뿐이다. 공공 행위자 역시 투기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히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는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투기적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개발 갈등이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에서 

투기 혹은 투기세력이라는 용어 사용은 상대방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낙인에 가깝다. 물론 투기세력이라는 인식이 현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해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18 동아일보. 2003. 06. 23. <강남의 비닐하우스촌 누가 살고있나> 
19 한국일보. 2004. 05. 24.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주간경향. 2005. 08. 16. 

<’엘도라도’가는 막차 될까>; 매일경제. 2006. 04. 16. <개포동, 금싸라기땅에 

판잣집 두 얼굴의 구룡마을> 
20 한겨레. 2007. 04. 30. <무허가 비닐하우스 반 채 값이 2천만원?>; 뉴시스. 

2012. 05. 26. ‘아파트 입주권’ 빌미로 4억… 구룡마을 자치회장 ‘실형’> 
21 매일경제. 1994. 12. 12. <주민 독자재개발추진 “말썽”>; 주간경향. 2005. 08. 

16. <‘엘도라도’가는 막차 될까>; 내일신문. 2009. 09. 09.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가 제동>; 동아일보. 2010. 10. 13. <“민간개발 허락 안하면 G20 

때 폭력시위”>; 주간조선. 2013. 05. 26. <“민영개발 원한다”는 구룡마을 당사자

들 말 들어보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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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의 정치적 세력화이다. 전기 및 수도,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같은 주민들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고 마을 개발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의 주민자치조직은 다른 무허가 정착지들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대한주택공사, 2005: 100-105). 해당 무허가 정착지의 

상황이나 규모, 조직화 정도 등에 따라 주민자치조직의 형태가 상이할 

따름이다. 또한, 범위를 넓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등장하는 각종 주민 

조합까지 포함하면 유사한 사례는 더욱 많아질 수 있다(김성연‧이영환, 

2011; 방성훈‧변창흠, 2012; 여관현‧최근희, 2012 등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이 마을 내에서 행사한 역할과 권한이 

여타의 자치단체나 주민조직의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은 마을의 각종 현안들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거주 

현황과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을 관리했으며 소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인력을 운용했고 심지어 주민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까지 펼쳤다. 

비공식 주거지 내 국가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상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구룡마을의 특성을 묘사할 때 

“구룡민국”이라거나 “소공화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구룡마을을 

전체 사회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 국가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주민자치조직을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residential informal government)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독립적 국가와도 비교될만큼 구룡마을의 안정적 영토 구축을 가능케 한 

주민자치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권위를 확보했다. 주민자치조직의 회칙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 사항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선거 입후보자는 “5년 이상 구룡마을에 거주한 

세대주로서 40세 이상 이어야 하며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는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세대 당 1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체 선거인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선거 시기에 일시적으로 

결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당시 회장 선거의 풍경을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이것저것 처리할 일은 많고 하니까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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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하다못해 겨울에 연탄 가져다 주는 사람들한테도 각 집에 

연탄이 얼마씩 배달됐는지 사인을 받아다 줘야 된다니까. …(중략)… 

지금처럼 마을이 쪼개지기 전에는 회장 선거를 주민들이 투표했지.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마냥 나와서 다들 어깨띠 둘러메고 

공약 내걸고 인사하고 막 그랬어. 

(연구참여자17) 

 

즉, 마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장이라는 대표자를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마을 내 조직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회장 선거 역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치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회장은 상기한 회장단 및 주민자치조직 내 소위원회의 위원장들과 마을 

내 각 지구별 지구장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임명된 지구장들은 5, 6명 

가량의 반장들을 임명했다. 지구장과 반장들은 각 지구의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지구 회의를 개최해 지구 내 현안을 공유했으며 매월 

1회 개최되는 임원 회의에서 지구별 안건을 논의했다. 이렇게 회장을 그 

정점으로 하고 일종의 부처들이 존재하며 지구장과 반장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조직의 지휘체계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자치조직에 민주적 권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단 

점유라는 불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조직의 권위와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전기 요금 등 세금을 징수하고 월 회비와 방범비 등 

주민자치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조직의 체계가 치밀할 뿐만 아니라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품행이 단정하고” 

또는 “국가 공무원법 33조 1항-6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인식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둘째,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의 거주 현황을 관리하며 구룡마을 내 

주민들의 거주자 지위를 인정해 줄 권한을 갖고 있었다. 주민자치조직은 

명단을 작성해 마을 내 거주자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가옥의 수리나 

세대주의 변화 등 변동이 발생할 때 자신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가옥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서와 각서를 통해 수리의 



 

 67 

내용과 정도, 수리 기간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만큼만 

수리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가옥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새로운 주민이 유입될 경우에도 주민자치조직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주택의 팻말이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강남구에 

의해 부여된 것인지는 주민들의 증언과 여러 기록들이 일치하지 않지만 

가구주의 변동 자체는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통제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때는 회관을 통하지 않으면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회관에 가면 

주민 명단이 있었는데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면 그때마다 나가는 

사람이랑 들어오는 사람이 회관에 가서 집 팔았으니까 명의 변경 

해달라고 해야 됐다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입회비를 

냈지. 언젠가 한 번은 주민증도 회관에서 발급해주고 그랬어. 

(연구참여자7) 

 

회관은 주민자치조직이 사용하던 건물을 의미하는데 주민자치조직이 

명단을 통해 각 주택 및 주민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주민증은 주민들의 전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에서 발행한 일종의 구룡마을 주민등록증이다[그림 6]. 

주민증이 개발 논의가 오가던 시점에 만들어져 아파트 분양권을 뜻하는 

이른바 ‘딱지’로 인식되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기도 했으나 22 , 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마을 내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가졌던 

권한을 잘 보여준다. 

 

 

그림 6 주민자치조직이 발급한 주민증 앞, 뒷면(출처: 연구자가 직접 촬영) 

                                            
22 한겨레. 2004. 07. 20. <구룡마을은 몇안남은 서울 금싸라기땅>; 주간경향. 

2005. 08. 16. <’엘도라도’ 가는 막차 될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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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룡마을은 무허가 정착지로써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위장전입을 해야만 했고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아이들의 

학교 문제 등에 있어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라도 

하면 불편을 넘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 등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 받게 되기도 한다. 주민자치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구룡마을 거주 확인서[그림 7]’라는 양식을 만들어 

주민들이 근무하는 회사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확인서를 보면 구룡마을 거주 

사실을 확인 받기를 원하는 주민의 이름과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주민자치조직 회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7 주민자치조직에서 발급한 구룡마을 거주 확인서 

(출처: 연구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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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민자치조직이 마을 내 거주 등과 관련하여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은 구룡마을 내부의 시민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룡마을의 시민권은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도시 빈민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 빈민이어야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진행될 

개발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거주 확인서 및 회칙 

등에서도 구룡마을 주민의 지위를 “무주택자” 또는 “타 지역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빈민이라는 주민들의 정체성은 시민권을 공인할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조직 역시 이기적인 불법 거주자들의 이익단체가 아닌 도시 

빈민들의 자치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주민자치조직은 치안이나 방범 등을 포함하여 마을 내에서만 

통용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상황 총람에 

따르면 주민자치조직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이들에게 마을 

내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들은 주로 

마을을 순찰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인근의 파출소와 연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율방범대가 있었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즈음부터 밤까지 

주로 활동했어. 아무래도 밤이 되면 여기가 가로등도 많이 없고 

어두워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중략)…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고 

그때 근처 파출소장한테 임명장도 받고 그랬어. 이 동네 관리하는 

업무는 당신들이 맡으시오 하고. 

(연구참여자2)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등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은 자체적으로 

마을 내의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이러한 권한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은 주민자치조직이 주민들이 규칙을 어겼을 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칙의 제 10장에 상벌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마을의 발전, 단합, 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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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려고 기도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략)… 단전, 단수, 

철거 등의 우선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중략)…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비 또는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민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주민이 이러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회칙 이외의 여러 문서들에서도 처벌에 관한 조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주민자치조직이 이처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실제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종의 경찰력을 확보하고 또 공동의 규칙을 어긴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한들 중 하나이다. 

특히, 처벌의 수준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생활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필요하다면 구룡마을 입구에 위치한 

강남구청 상황실과 인근 파출소가 했어야 하는 역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마을에서는 “행정이 곧 권력”이고 주민자치조직의 힘이 

강력했을 때에는 “강남구청이고 누구고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못했다”는 한 연구참여자의 언급은 당시 이들의 권한을 짐작하게 한다. 

마치 주거지 내에서 주민들이 지켜야할 세세한 규칙을 정하고 강제하려 

했던 프라이빗토피아의 주택소유자 조합의 모습과 유사하다. 

넷째, 주민자치조직은 마을에서 영업 중이던 업체들을 관리했으며 

마을 내 기반시설 및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등을 제공했다. 상황 

총람을 보면 당시 이들이 업체들을 관리했던 방식이 잘 드러난다[그림 

8]. 주민자치조직은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상호, 업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업체들 중 공해 발생 

및 환경 유해 업소들을 따로 분류하여 해당 업체들이 마을에 끼친 

피해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고 있었다. 업체 명단과 유해 업소들의 

명단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련 사항들을 주민자치조직의 담당자가 

점검했다고 한다. 이 중 유해 업소 분류와 관련한 당시 주민자치조직 

임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염이나 이런걸 우리가 어떻게 다 체크했겠어. 당시에 우리한테 

협조가 잘 안되는 업체들을 유해 업소라고 많이 했지. …(중략)… 

말하자면 대통령이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 불러다 놓고 나라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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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신들이 여기서 업체를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뭐 할 때 

협조를 하라는 거지. 

(연구참여자2) 

 

 

 

 

 

 

그림 8 주민자치조직이 작성한 상주 업체 현황 

(출처: 연구자가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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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해 업소 명단이 해당 업체가 마을 내에서 실질적으로 공해를 

유발했고 이를 증명해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기 보다는 주민자치조직 

운영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주민자치조직의 임원들이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일종의 후원금을 

걷었는데, 이때 후원금을 적게 내거나 하면 해당 업체는 유해 업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유해 업소로 분류된 업체는 실제로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으며 폐업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업체들이 주민자치조직의 일련의 조치들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해당 업체들 역시 구룡마을의 토지를 무허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이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임대료 절감 등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이 납부하는 회비 및 방범비와 업체들로부터 

걷은 후원금 등을 포함해 마련한 자금으로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컨대 마을 

출입로 및 마을 내의 도로들을 포장했으며 마을 전체의 우체통과 세대별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다. 

또한, 마을 내 노인들을 위해 급식소를 지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어버이날에는 경로우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주민자치조직이 

자신들의 활동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문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야간학교, 

컴퓨터 교실, 이발 봉사, 의료 봉사 등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이 구성한 비공식적 

정부라 규정할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지방 정부를 

연상시킨다. 구성원들에게 주민자치조직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정당성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통의 주민조직이나 자치단체 등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인력 및 자금의 한계로 인해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과 

같은 활동을 할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인력과 자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마을 전반을 장악해 정치 세력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는 

역할들로 인해 주민조직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할 권한이 없는 

활동들도 많다. 주민자치조직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대기업과 갖는 간담회에 비유하는 연구참여자의 모습이 구룡마을 내에서 

주민자치조직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또한, 위와 같이 주민자치조직이 장악한 구룡마을의 모습은 도시 

하위 스케일에서 등장한 정치 조직의 새로운 영토라는 점에서 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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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같은 특성을 갖는다. 상류층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자발적으로 거주 공간 분리를 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구룡마을은 빈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주 공간 분리를 

꾀한 사례이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토지의 자산가치가 높은 조건에서 

현재 자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미래에 자신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이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처럼 

폐쇄적 환경을 조성하고 비공식적 정부를 구성한 것은 빈민들이 자신의 

영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룡마을이 여타의 무허가 정착지들과 달리 

장기간 안정화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민자치조직의 강력한 

세력화에 있었다.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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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4장에서는 투기적 도시성 하의 도시 빈민촌이라는 맥락에서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공식 주거지가 영토화되는 

과정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룡마을 주민자치조직은 비공식 주거지의 비공식적 삶의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취한 자구적 노력의 일환이다. 전기 

및 수도를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공식 주거지에서 초기의 주민들은 도전을 하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 등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들은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집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 

당시 빈민선교가 활발했고 구룡마을 역시 마을에 거주하던 목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형성되었다. 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조직의 역할도 커졌으며, 이들은 직접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마을 내 주택들에 주소를 부여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주민자치조직의 모습은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공공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 공적 체계에 속하고자 하는 빈민들의 ‘인정의 

정치학’을 잘 보여준다. 

둘째, 주민자치조직은 직접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빈민들의 취약한 

지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빈민촌이라는 맥락은 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철거와 재개발이라는 해당 주거지의 미래를 인식하게 

한다. 주거지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한 주민자치조직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마을 개발을 추진했다. 주민자치조직이 안정화되면서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잠재적 자산 가치를 취하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또다시 철거민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빈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아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조직이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을 것같은 가능성이 

보이자 이들의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개발을 통한 계층 상승을 

꿈꾸던 주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을 구심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자치조직은 비공식 주거지의 주민들이 구성한 비공식적 

정부이다. 주민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마을 내에서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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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통용되는 공동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었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주민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주민자치조직은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을 

관리했으며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이나 복지혜택 등을 제공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조직이 영토화한 구룡마을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사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 조직이 자신의 존재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폐쇄적 커뮤니티를 구성해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공공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사적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들이 만든 비공식적 정부를 통해 공공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했으며 공적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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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공식 주거지의 (탈)영토화:  

공간 전략의 경합 
 

 

제 1 절 주민자치조직 및 개발업자 중심의 영토화 
 

 

1.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이해관계 일치 

 

본 절에서는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을 앞서 논의한 주민자치조직의 

특성에 근거해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시기적으로는 4장 2절과 일부 중첩되는데, 주민자치조직이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로써 자신의 영토를 공고히 한 이후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자치조직은 조직과 체계를 갖추면서 구룡마을이 

빈민들의 주거지로써 안정화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소였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정착지라는 점에서 구룡마을이 

주민들의 힘만으로 안정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개발업자와 공공의 공간 전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룡마을의 사례에서는 그 투기적 맥락으로 인해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었으며, 사실상 

권한을 잃은 강남구는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마을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었고, 두 행위자의 

협력은 기존 주민자치조직 중심의 영토를 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구룡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1970년대에는 한국주택공사(현 LH공사), 1990년대에는 벽산건설과 

민간개발업체인 중원, 2000년대에는 LH공사와 SH공사가 각각 개발을 

추진했다.23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 압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구룡마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1990년대 당시 

해당 토지 중 절반 이상은 주식회사 한보의 정태수 회장과 ‘광화문 

곰’이라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 고성일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장기적으로 구룡마을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23 주간조선. 2013. 05. 27. <“구룡마을은 민영개발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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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했던 것이다.24 

개발 압력이 높아 실제로 개발이 수차례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요소이다. 언제 개발이 결정되어 

자신들의 주거지가 철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발 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인 구룡마을의 특성은 철거와 재개발을 

예상 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주민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이라는 강한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개발을 자신들의 주도로 

추진하는 등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당시 마을의 규모가 상당했고 주민자치조직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퇴거를 거부하는 한 강제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신들이 주체가 된 개발을 원하는 주민자치조직과 

마찬가지로 마을 개발을 통해 개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주민자치조직은 무단이긴 하지만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점에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개발업자들은 실제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개발을 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토지를 점유했기 때문에 구룡마을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쫓겨나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개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니 이렇게 개발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우리 덕분이지. 원래 

여기는 개발 못하는 땅이야. 근데 우리가 30년 넘게 집 짓고 

살았으니까 아파트 개발한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연구참여자10) 

 

즉, 원래 주거지가 아니었던 공간에 자신들이 주거지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4 한겨레. 2004. 07. 20. <땅 용도변경 땐 막대한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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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룡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가 당시 용도지역지구제 25  상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데 기인한다. 1980년대에 주로 

형성되어 비닐하우스촌이라 불리던 무허가 정착지 등 비공식적인 거주 

방식 중 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졌다(이정훈, 1994).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민들이 

주거지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도시 공원 등 녹지로 개발되었을 것이며 

아파트를 짓는 것만큼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원이나 녹지 

등으로의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6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한 여러 건설 업체들 및 개발업자들 중 본 

연구가 주목하는 행위자는 민간개발업체인 중원과 해당 업체의 대표 

정○○ 씨이다. 세간에 정 씨가 알려진 것은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고 

개발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27  많은 언론들에서 정 씨를 민간개발업체 중원의 대표이자 

구룡마을 토지의 절반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로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정 씨는 2003년에 기존의 대지주였던 

한보의 정태수 회장과 ‘광화문 곰’ 고성일 씨로부터 구룡마을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다. 하지만 정 씨가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조직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토지를 매입한 시점보다 약 10년 앞선 1990년대 

초반이다. 정 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룡마을의 개발을 준비하고 

공들여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마을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과 정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자치조직의 강한 세력을 토대로 구룡마을을 

영토화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개발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 위해 도시 

빈민들의 주거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 씨는 

자신이 추진하는 개발이 갈 곳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25 용도지역지구제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제도이다. 현대 도시계획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의 경우 토지를 용도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혼합의 5개 용도지역

과 풍치, 미관, 방화, 풍기의 4개 용도지구를 지정해 도시 공간의 기능적 구분

을 가능하게 했다. (매경시사용어사전, 용도지역지구제 및 다음백과, 한국의 도

시계획 참고) 
26 일요서울. 2005. 09. 12. <특혜의혹 군인공제회 ‘구룡마을’서 ‘여의주’ 건질

까?> 
27 머니투데이. 2014. 03. 24.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직무유기 등 ‘무혐

의’>; 파이낸셜뉴스. 2006. 06. 27. <군인공제회 ‘구룡마을 개발’ 손 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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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분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 씨의 입장에서도 

주민자치조직이 세력을 키워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일한 기구가 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정 씨는 주로 임원들을 

통해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나갔다. 정 씨와 

관련하여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양반이 90년대부터 우리를 꾸준히 계속 지원했지.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그때 여기 자치회 임원들 중에 정○○랑 자주 만나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략)…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고 그랬던 

거지 뭐. 

(연구참여자2) 

 

즉, 주민자치조직이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해나가기 시작한 후인 

1990년대부터 정 씨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 씨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조직은 더욱 다양한 마을 내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상황 총람에 등장하는 

마을 민원 처리 사항을 보면 경로우대를 위한 급식소를 신축하고 우편물 

수취함을 세대별로 설치했다는 등의 기록이 등장한다. 급식소의 운영은 

주민자치조직 산하의 부녀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조직 

산하의 장‧청년회 회칙에는 회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회원에게 30만원씩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며 회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과 구룡마을 내 불우 이웃들에 대한 지원 관련 항목들이 존재한다. 

마을 내 소년, 소녀 가장이나 무의탁 노인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민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마을 내 

업체들의 후원금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주민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일 등은 적지 않은 돈이 

꾸준히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정 씨의 금전적 지원과 주민자치조직의 세력 확장이 있었다는 

증거는 문서로도 확인된다. 정 씨와 주민자치조직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민영개발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했다.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은 이 협약서 28에 따르면 두 행위자 간의 협약은 “서울시 

                                            
28 네이버 Cafe 구룡마을(http://cafe.naver.com/guryung) 참고. 

http://cafe.naver.com/gur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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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가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자는 두 행위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합의와 더불어 주목해야할 지점은 협약서의 세부 내용 중 

사업시행원칙에 관한 것이다. 1997년 협약서의 사업시행원칙을 보면 

개발업자로써 정 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조직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 

씨가 주민자치조직에게 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상기한 것처럼 

정 씨는 개발업자로써 자신이 가진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조직은 그들이 가진 세력을 바탕으로 정 씨의 개발 

계획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조직이 정 씨에 협력하는 방식은 

물론 마을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 

씨의 지원 및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관련해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때 당시에 정○○가 우리한테 한달에 2,500만 원 씩을 매달 줬어요. 

그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이나 야간학교 이런걸 앞세우면서 

할 수 있었지. …(중략)… 영수증 그런게 어딨어 그냥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쓰는거지. 

(연구참여자2) 

 

위의 연구참여자에 따르면 정 씨로부터 주민자치조직이 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경이다. 1999년 

이전부터도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 

씨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마을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9 

                                            
29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정 씨의 금전적 지원이 증가한 것은 당시 주민자치조직

의 내부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주민자치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주민자

치조직 임원들 간에 개발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했고, 주민자치조직이 이원화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주민자치조직 자체가 와

해되거나 마을에 대한 장악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 씨가 금전적 지원을 늘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이 이원화된 과정 및 갈등은 연구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당시로써는 이원화로 인한 주민자치조직의 마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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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는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주민들의 

세력화와 더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발업자와의 협력이 

있었다. 단, 주민자치조직의 세력화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개발업자와의 

위와 같은 긴밀한 협력 관계 역시 구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행위자 

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만한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조직의 마을 장악력이 약하거나 한 마을 내에 여러 개의 

주민조직들이 갈등하는 대부분의 비공식 주거지 사례들에서는 대체로 

주민들이 쉽게 퇴거당하거나 개별적인 협상을 이어가다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대한주택공사, 

2005: 104). 하지만 구룡마을의 사례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의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마을을 영토화하는데 있어서 개발업자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 이는 개발 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라는 맥락으로 인해 

철거를 원하는 행위자와 철거의 대상인 행위자 간 공동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2. 강남구의 묵인 

 

국가가 비공식 주거지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구룡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 각종 개발 사업들과 올림픽을 

대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많은 철거민이 발생했으나 구룡마을을 

포함한 몇몇 비공식 주거지들이 도시 빈민들을 수용했고, 해당 무허가 

정착지들 중 대다수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고 구룡마을 

역시 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마치 남미 사례의 해적형 도시화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비공식 주거지를 용인함으로써 새로운 개발 가능지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에서 필요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비공식 주거지는 이윤을 발생시킨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 

대다수는 성별에 따른 직종의 차이가 있었으나 구룡마을에 거주한 기간 

동안 공사장 인부, 건물 청소, 파출부, 식당 등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가진 것은 없고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악력에 공백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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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와 국가의 관계는 위와 같지만 

실제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이 국가 또는 공공 행위자를 경험하는 것은 

하급 단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구룡마을의 주민들은 

구룡마을을 관할하는 강남구 공무원 및 마을 입구의 강남구청 상황실을 

통해 공공과의 관계를 형성했다. 초기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대한 철거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철거가 어려워진 후에는 구룡마을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였다. 강남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구룡마을 거주실태 일제조사(이하 일제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조사 안내문에서 강남구는 “거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 외에 정부로써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의 확장을 방지하고 거주민들을 

관리하고자 했던 강남구의 시도가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관리체계 역시 발견하기가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의 구룡마을 진입 시기가 197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다양하고, 일제조사를 근거로 거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강남구가 제공한 행정서비스는 전무한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80년대 후반부터 구룡마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연구참여자는 당시 

공무원들의 일제조사 행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금이야 못 그러지만 그때는 공무원들이 심심하면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 우리가 봐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장사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니냐고. 

(연구참여자24) 

 

즉, 구룡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철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에게 돈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돈을 요구한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당시 구룡마을에 대한 

강남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철거를 시도하지 않고 비공식 주거지를 용인함으로써 

주민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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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강남구의 선택적 비개입은 공공 행위자만이 취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 전략이다. 민간 행위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용인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공공 행위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거나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oy,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대해 

공식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이유를 ‘행정의 개입은 불법 거주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정당화한다. 30  불법 거주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불법 거주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는 마을 

입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행정 

행위만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했다. 즉, 강남구청 상황실을 세워 공공 

행위자의 존재는 보여주지만 구룡마을 내부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비공식 주거지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강남구의 전략이었다. 

강남구가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동안 마을의 실질적인 

통치권은 주민자치조직에게 주어졌다. 강남구는 주민자치조직의 협조 

하에서만 일제조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의 확장을 막는 

역할은 사실상 전혀 하지 못했다. 구룡마을 상황실 관리를 책임지는 

용역업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을 내 주택에 대한 신축 및 증축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강남구청 주택과 내부자료: 이호‧남원석, 2002: 50에서 재인용). 

주민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얼마나 자주 또는 어느 수준으로 

폭행했는지, 이러한 폭행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강남구청 상황실의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 

행위가 실제로는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그 범위가 좌우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 관리 업무를 자신들과의 협조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남구청 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 총람 

내 ‘상황 대책반 운영 실태’의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조직은 강남구청 

상황실의 철수 또는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이유로 

상황실 직원들의 근무 행태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관련한 대책으로는 

                                            
30 주간경향. 2005. 08. 16. <‘엘도라도’가는 막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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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조직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국고를 절감하고 주민들에 대한 단속 및 세대 수 

축소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구룡마을의 확장을 

통제하려는 강남구청 상황실의 역할은 주민자치조직이 더 잘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위임하라는 요구이다. 

이처럼 강남구청 상황실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자치조직은 

강남구를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마을을 순찰하며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주민자치조직이 

상황실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그 방식 중 하나였다. 당시 마을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다는 한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주민들이 새로 이사오기로 한 사람이랑 집을 거래하면 말하자면 

복비를 얼마씩 받았을 것 아냐. 나같이 구멍 가게에서도 집 소개해주면 

얼마 받았고. 그럼 이걸 회관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면 회관에다가도 

그 중에 얼마를 줘. 그럼 이제 그걸 회관에서 또 상황실에 얼마 떼어 

주고 그러는거지. 

(연구참여자7) 

 

구룡마을에서도 집을 매매하는데 있어 일종의 중개 수수료가 있었고, 

이 수수료를 실제 부동산 중개자인 주민과 주민들의 거주 현황을 

관리하는 주민자치조직, 강남구청 상황실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마을을 장악하고 있던 주민자치조직이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남구청 상황실의 행정적 역할을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강남구가 하려는 역할을 자신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구룡마을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충분한 

역량도 없었던 강남구의 상황을 주민자치조직이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강남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존재를 묵인하는 공공 행위자만이 

택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통해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 참여했다. 

최소한의 행정 행위만을 하며 주민자치조직과 비공식 주거지의 관리를 

매개로 공존해왔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비공식 주거지를 

용인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드러내지 못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공식 주거지를 규제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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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주민들과 맺게 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미의 후견인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들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을 방조하고 심지어 유치하기도 한다. 

구룡마을에도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이 다녀갔지만 이들은 이미 형성된 

무허가 정착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르다. 구룡마을을 다녀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구청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이다. 

오히려 구룡마을의 사례에서는 후견인주의와 달리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공간 전략과 이해관계의 일치를 통해 공고화된 영토에 대해 

공공 행위자가 묵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가 공존하는 상황은 

주민자치조직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구룡마을 형성 초기에 강남구가 철거를 수차례 시도했을 당시 

철거되었거나, 비공식 주거지 자체는 유지되었더라도 주민들과 강남구의 

관계가 착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구룡마을 내에서 

만큼은 한동안 주민자치조직이 강남구와의 상대적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강남구 역시 이를 역전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강남구청 상황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따금 드러낼 

뿐, 소수의 공무원들과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자치조직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 책임을 사실상 주민들에게 맡겨 두었다.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의 공존은 도시 단위에서 비공식 주거지가 

유지 및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규제의 주체인 강남구와 대상인 

주민자치조직 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으며, 두 행위자 간 권력 관계의 

구성에 따라 비공식 주거지가 유지, 전개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행위자의 관계는 앞서 논의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간 관계처럼 

개발이라는 명시적인 공동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공존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통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강남구의 역할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되어 공존의 조건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강남구 역시 부족한 행정력으로 무허가 정착지의 철거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무허가 정착지와 주민자치조직의 권한을 묵인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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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강남구의 개입과 구룡마을의 탈영토화 
 

 

1. 마을 내 시민권의 조정과 투기세력 축출 

 

본 절에서는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주도로 마을 내 시민권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세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가 재구성되고 이로 인해 

구룡마을이 탈영토화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2000년대 

초반,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본격적으로 마을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의 과정에 관한 것이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개발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빈민과 

투기세력을 구분하고 투기세력을 축출하는 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의 비공식적 협조를 구했는데, 다른 두 행위자의 입장에서 개발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주체인 강남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기존 구룡마을의 영토는 

탈영토화되었다. 기존 영토의 안정성의 핵심은 주민자치조직이었는데, 

이들의 지지 기반인 주민들 간 갈등이 촉발되고 이탈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의 역할을 상실하고 구룡마을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강남구는 주민자치조직의 요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의 재구성과 그로 

인한 탈영토화-재영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협력 속에서 안정화된 구룡마을은 이후 

2000년대 초반 두 행위자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정한 시기에 접어든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개발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정 씨는 수차례에 

걸쳐 구룡마을 토지의 절반 가량을 매입했다. 이후 대지주가 된 정 씨는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가구당 10평 씩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는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데31, 당시 주민들에게 

                                            
31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법률용어사전, 명의신탁). 즉, 구룡

마을에서는 실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토지주인 정 씨가 갖지만 명의를 주민

들로 해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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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가 구룡마을 내에 있다는 것은 정 씨에 대한 

믿음을 굳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무허가로 살던 처지에서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지주가 되었다는 생각은 주민들에게는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게 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신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 10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때 나도 10평 받았지. 그래서 지금도 내 앞으로 여기 땅이 있어. 

지금이야 개발도 안되고 땅 받은지도 십수 년이 지나서 그냥 이러고 

있지만 그때는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중략)… 

근데 우리는 무허가인데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파트를 받거나 

하다못해 땅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연구참여자 18) 

 

무허가 정착지의 주민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입장에서 토지의 

명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 당시 주민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과 

기대를 갖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복수의 연구참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러한 방식으로 토지 10평에 대한 명의를 갖게 된 주민이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거나 

주민자치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던 주민들이었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주민자치조직과 정 씨가 다음으로 한 

일은 마을 내 시민권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시민권의 조정이라 

함은 주민자치조직이 주민들에게 마을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의 실질적인 목적은 주민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 개발이익을 공유할 주민들의 수가 적을수록 정 씨 및 

개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협약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약속한 정 씨는 당시 

3,000여 세대를 기준으로 이들에게 모두 아파트를 분양해 준다고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조직에게 마을 내의 세대 

수를 축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회장-지구장-반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를 통해 주민자치조직이 마을 내 주민들의 구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내부 규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도 있었기에 가능한 

요구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조직은 마을 내의 세대 수를 줄이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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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 결과 3,000여 세대였던 기존 주민의 수를 1,100여 세대로 

줄일 수 있었다. 당시 세대 수를 줄이는 작업에 대해 주민자치조직의 

임원이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때 우리가 이 동네 곳곳에다가 초소를 여러 개 설치했어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초소에 들어가서 온 동네를 감시한거죠.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는 며칠 동안 사람이 없거나, 낮에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거리거나 그런 집을 꼽아서 철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진짜 주민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때 우리가 투기하는 

사람들 쫓아낸다고 몇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연구참여자10) 

 

즉, 주민자치조직의 주도로 마을 내에 일종의 투기 세력 감시망을 

설치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세대를 지목했고, 이렇게 지목된 세대들을 

마을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세대 수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 내 투기 세대 철거 작업은 수개월 간 계속되었다.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새롭게 부여되는 시민권의 기준은 진짜 빈민인지 여부였다. 

주민자치조직의 기준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거주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진짜 빈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빈민으로 위장해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마을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진짜 빈민과 그렇지 않은 

투기 세력을 나누는 기준이 초소에서 마을을 감시하던 일부 주민들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구룡마을에 

들어온 소위 가짜 빈민이 당시 마을 내에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주민자치조직에 의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누가 진짜 빈민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주민자치조직이 비공식적 정부로 역할을 했다고 해도 이들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주도의 마을 내 시민권 조정 작업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이라는 구룡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민자치조직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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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던 1990년대에도 주민들에게는 투기 세력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주민자치조직을 구심점으로 하여 

개발 논의를 구체적인 수준으로까지 진전시켰다. 이는 주민자치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외부적 낙인과 

편견에 맞서려는 심리가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조직의 시민권 조정 과정은 투기 세력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내부화하여 주민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주민자치조직이 주도하는 개발이 성공하면 개발이익을 공유할 것이라 

여겼던 주민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배척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는 곧 구룡마을의 탈영토화를 촉발했다. 시민권 조정은 주민들 

간의 불신을 키웠으며 주민자치조직의 마을 장악력 약화시켰다. 당시 

주민자치조직의 활동에 반대했던 연구참여자들은 “투기 세력이라도 

자기들이랑 친하면 그냥 눈감아 주고”, “진짜 여기 주민이어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기 세력이라고 내쫓는” 식의 과정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반대하는 주민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조직이 개발업자와 

결탁해 마을을 분열시키는 투기 세력이었다. 이처럼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조직을 만들어 마을 내에 주민들의 대표 기구를 

자칭하는 조직들이 여럿 등장하게 되면서 과거 주민자치조직이 가졌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정 씨와 주민자치조직이 추진하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개발 방식에 관한 

주민조직 간의 갈등이 이슈가 되는 상황 32  또한 시민권 조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구룡마을 개발 갈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김영단 외, 2014; 한리라, 

2016)들은 모두 위와 같은 과정 이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구들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구룡마을 개발 

갈등의 큰 축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룡마을의 상황은 갈등 

이전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갈등 이전에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을 통해 

구룡마을이라는 특정한 비공식 주거지가 영토화된 과정, 탈영토화의 

계기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대다수 연구참여자들은 “우리 마을이 하나일 때가 

                                            
32 주간경향. 2005. 08. 16. <‘엘도라도’가는 막차 될까> 



 

 90 

좋았지” 또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라는 등의 표현으로 과거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적이었던 마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구조의 피해자이기 보다는 공간을 점유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신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조직이 자신들의 강한 세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중 오히려 그 영향력을 잃게 된 일련의 과정은 비공식 주거지 

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라는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기도 한다.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주민들이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라는 법적 취약성은 주민자치조직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붕괴시키도록 했다. 무리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려다 실패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민자치조직의 

힘은 그들이 많은 수의 도시 빈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완전히 공식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마을의 비공식적 

정부로 기능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무허가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주민자치조직이 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관리하던 때에는 

이러한 지위가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을 추진하며 스스로 존재 

기반인 주민들을 내쫓는 상황이 되자 주민자치조직은 비공식 집단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2. 강남구의 협조와 권력관계의 재구성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진행한 시민권 조정 과정은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의 관계에도 

변화를 야기한 것이다.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이 투기 목적을 가진 

것으로 지목한 세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주민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비공식적 

정부로서 주민자치조직이 가진 권한이었다. 하지만 시민권 조정 당시 

주민자치조직은 투기 세대를 지목하기만 할 뿐 자신들이 직접 해당 

세대를 철거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자신들이 지목한 투기 세력들의 

주택을 강남구청에 신고해 강남구에서 직접 마을에 들어와 해당 세대를 

철거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조직이 2003년 강남구청에 보낸 공문에 이러한 모습이 잘 



 

 91 

드러난다. 해당 공문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이 “대다수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마을에 공존하고 있는 

일부 투기 세대들의 가옥과 공가의 철거를 귀청에 수차례 주장하여” 

왔으며, “기 파악되어 있는 투기 및 공가 세대들을 다시 한 번 귀청에 

통보하고져 하는바 철거 조치를 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하고 있다. 즉,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이 투기 세대들을 파악해 알려 

주었으니 강남구에서 해당 세대의 가옥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주민자치조직이 시민권을 인정한 

주민들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빈민으로써 투기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문들이 강남구청에 

수차례 보내진 바 있다. 

주민자치조직이 강남구청에 투기 세대 철거를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강남구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구룡마을이 비공식 주거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두 행위자 간 관계는 

주민자치조직이 세력을 키워 마을을 장악하고 강남구는 이를 묵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수립한 개발 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의 승인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했다. 마을 개발을 계기로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개발 방안들이 강남구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된 상황 33 이 보여주는 것처럼 강남구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자치조직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민자치조직은 강남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자치조직이 소위 투기 세대 철거를 위한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문서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해당 문서에서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이 “구룡마을 

내 세대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구룡마을 같은 

곳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멍’같은 곳이고 이러한 곳에 (주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들이 관공서로부터 

받아들여져 구룡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알려주어 협조를 하고 싶기 

                                            
33 주간조선. 2013. 05. 26. <“민영개발 원한다”는 구룡마을 당사자들 말 들어보

니>; 파이낸셜뉴스. 2013. 11. 21. <개발방식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대립하는 

‘구룡마을’ 가보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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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이러한 행동들이 철거에 대한 방패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주민자치조직이 직접 주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마을을 관리 하는 것은 강남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이를 강남구가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2000년경 만들어진 이 문서는 주민자치조직이 당시 강남구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문서에서 주민자치조직이 자신들은 마을 개발을 추진할 힘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주민등록등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당시 주민자치조직이 개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 씨와 함께 작성한 1997년 및 1999년의 협약서를 보면 개발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자격으로 구룡마을 거주지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재 

요구는 협약서 상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조직은 개발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강남구를 상대로 몸을 낮추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민영개발 계획안 제출 이후 강남구의 승인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다. 

상기한 주민자치조직의 마을 내 시민권 조정 과정에 강남구 역시 

협조하게 된다. 물론 강남구가 순순히 주민자치조직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다. 대외적으로 강남구는 주민자치조직이 보낸 공문에 응답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불법으로 남의 땅에 사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
34 고 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는 기존에 

강남구가 취해왔던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과 그 궤를 함께 한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법 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조직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와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투기 세력을 가려내는 일은 

주민들이 아니라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강남구가 협조했다는 사실은 한 

연구참여자의 아래와 같은 언급에서처럼 확인된다. 

 

이 동네가 원래 3,000세대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 1,100세대 정도까지 

                                            
34 동아일보. 2003. 06. 23. <강남의 비닐하우스촌 누가 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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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것도 다 우리가 한거야. 우리가 밤새 초소 지켜가면서 어느 

집이 투기 목적인지 알려주면 (강남구청) 상황실 애들이 와서 철거하고 

그랬다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주민들이 완전히 다 

만들었다고 봐야지. 

(연구참여자2) 

 

즉, 주민들이 철거해야 할 마을 내 투기 세대를 지목하면 강남구청 

상황실에서 해당 세대들을 철거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민자치조직이 주도한 자의적인 시민권 조정에 불만을 가진 한 주민이 

강남구에 제출한 민원 서류에서도 주민자치조직 및 강남구 간 공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해당 민원에서 주민은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청, 

서울시의 사유재산강탈 및 공가폐쇄, 인권침해 등 구룡마을 내에 불법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 내의 투기 세대를 

가려내고 이들의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가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주민자치조직과 강남구의 협력은 이전 시기에 이루어졌던 

행위자들 간 관계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주민자치조직은 무리한 시민권 

조정으로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했다.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함으로써 구룡마을의 

잠재적 자산 가치를 취하고자 했던 개발업자 정 씨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개발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강남구와의 권력관계에서 점했던 우위 역시 사라졌다.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의 공간적 경계 내에서만 강남구의 우위에 있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들은 불법 거주민들의 단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구룡마을에 

대해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을 취해왔던 강남구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개입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와 

주민자치조직 간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두 행위자 간 권력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에 강남구가 응할 수 있었던 것은 투기 세대를 철거했다는 명분이 

두 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조직은 

자신들이 직접 투기 세대를 가려내 강남구에 통보함으로써 개발 조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강남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개발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강남구 역시 투기 세대들을 철거함으로써 무허가 



 

 94 

정착지를 규제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렵게 생활하는 도시 빈민들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 목적으로 

거주하는 세대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구룡마을 주민 수를 축소시킴으로써 개발 조건이 조성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시민권 조정 시도는 강남구가 마을 

내에 들어와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세 

행위자 간 권력관계의 역전을 가져왔다. 투기 세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기존에 확보했던 마을 내 장악력, 행정력이 강남구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0년대에는 마을 내 

가옥에 대한 수리, 증축, 철거 등은 주민자치조직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강남구도 쉽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조직은 개발을 위해 자신들이 가졌던 철거 등의 권한을 

강남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면서 비공식적 정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동시에 공과금을 납부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권한만을 갖게 되면서 주민자치조직의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마을 내 시민권 조정으로 촉발된 구룡마을의 탈영토화는 세 행위자 

간 권력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재영토화되었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는 

분절적인 사건이기 보다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룡마을 사례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의 세력이 와해되면서 기존의 안정적이던 영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구룡마을의 잠재적인 자산 가치를 취하려 했던 개발업자 정 씨의 

공간 전략 역시 무산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갖는 자신의 권한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투기 세대 철거를 계기로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강남구의 선택적 개입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에 대해 공공 행위자만이 택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을 잘 보여준다. 

이후 구룡마을은 난립한 주민조직들이 구축한 각각의 파편화된 영토와 

강남구, 서울시 등의 개입으로 재영토화되었다. 첨예한 개발 갈등은 

이러한 재영토화의 표현이며, 이후 더욱 복잡해진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 경합의 양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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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제 5장에서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 세 행위자 간 공간 

전략의 경합에 주목해 구룡마을의 (탈)영토화 과정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공간 전략은 구룡마을의 영토화 

과정에서 주요한 축이었다. 개발 압력이 높은 빈민촌이라는 맥락에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행위자는 서로를 필요로 

했다. 개발업자는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해 

구룡마을이 가진 잠재적 자산 가치를 획득하고자 했다. 주민자치조직 

역시 개발업자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두 행위자의 공간 전략으로 구성된 영토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약했던 강남구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이 과정에 참여했다. 강남구는 

적극적인 개입은 주민들의 불법 거주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행정 행위만을 하고자 했다. 이는 다른 두 행위자와의 

권력관계 상에서 불리한 공공 행위자만이 취할 수 있는 공간 전략이다. 

불법을 사실상 용인할 수 있는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한 

마을 내 시민권 조정은 구룡마을의 탈영토화를 촉발했다. 개발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마을 내 시민권 

조정을 시도했다. 주민자치조직 주도로 마을에 거주하는 진짜 빈민과 

투기 세력을 구분해 투기 세력을 내쫓겠다는 것이었다. 각 행위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자의적이었으며 투기 세력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내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주민들 간 갈등을 격화시켰고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안정적이던 영토는 붕괴되었다. 또한, 투기 세대 철거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협조한 강남구는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강남구가 개발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두 행위자가 스스로 강남구가 마을에 

대해 적극적 행정 행위를 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조직이 붕괴되고 강남구의 권한이 일부 회복되면서 

이루어진 세 행위자 간 권력관계의 재구성은 구룡마을을 재영토화했다. 

무리한 개발 시도로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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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룡마을에는 여러 개의 주민조직이 난립하게 되었다. 강남구는 

투기 세대 철거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했고, 개발 

논의에서 공공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점할 수 있었다. 세 행위자 

간 권력관계가 재구성된 것이다. 이후 구룡마을은 주민 대표를 자칭하며 

마을 내에서 각각의 작은 영토를 구축한 주민조직들과 개발 방식에 있어 

이견을 표출하는 강남구 및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재영토화되었다. 기존 

논의와 담론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구룡마을의 첨예한 개발 갈등은 바로 

위와 같은 재영토화의 표현이며, 이후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진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 양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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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 강남의 비공식 주거지가 장기간 

존속해온 과정에 주목한 데에서 출발했다. 구룡마을은 투기적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적 맥락 하에서 빈민들의 정치적 세력화와 이에 기반한 

주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비공식 주거지라는 공간을 구성해온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비공식 주거지를 도시 빈곤이 

집중되어 드러나는 공간적 표현이거나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기존 관점에 대한 반론을 제공한다.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적 맥락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도시 빈민들에게 자신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극복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며, 비공식 주거지를 

철거하려는 개발업자 및 공공 행위자들은 경우에 따라 빈민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이들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빈민들의 리더십 형성에 주목해 이를 토대로 

형성된 비공식적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것이 공간을 통해 매개되며 

장소를 만들어가는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개념을 제안했다.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란 도시 행위자들이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의 

생산,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도시 빈민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며, 또한 도시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현재 및 미래의 가치, 자원 등을 동원하고자 하는 공간 

전략을 의미한다. 기존 비공식 주거지 논의에서는 빈민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이거나 정반대로 영웅시해왔던 편향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영토화 개념을 통해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주민들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었다. 또한, 비공식 주거지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형태의 이윤과 이를 취하려는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이 가져온 비공식 주거지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닌 구성 중인 정치적 공간으로써 빈민 주거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조직은 

빈민들의 정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의 역할을 가짐으로써 

구룡마을을 영토화했다. 주민자치조직은 전기와 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공공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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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기도 했으며 주민 주도의 개발을 추진했다. 이는 마을에 존재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주민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한 결과인 동시에 부동산의 잠재적 자산 가치를 인식한 빈민들이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마을 

내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진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로 

기능했다. 이들은 민주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거주 

현황을 관리하고 공동의 규칙을 제정해 집행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모습은 공적 체계로부터 배제된 도시 빈민들이 대표 

기구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공고화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인정의 

정치학’을 보여준다. 

둘째,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강남구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은 

구룡마을을 (탈)영토화했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졌다. 주민들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세력이었고, 

반면에 개발업자는 주민들이 결여한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전문성 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주민자치조직 역시 개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통한 계층 상승을 이루고자 했다. 강남구는 마을 내 상황을 

묵인하는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룡마을은 탈영토화되었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는 마을 내 시민권 조정을 시도하면서 투기 

세력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내부화해 주민들 간 불신과 갈등을 야기했고, 

주민자치조직의 지지 기반을 붕괴시켰다. 강남구는 시민권 조정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협조해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구룡마을은 난립한 주민조직들과 개발 승인권을 가진 공공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재영토화되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와 도시적 맥락을 통해 특정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갖는다.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등 관련 분야에서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은 오랜 

논의의 주제였다. 공간의 생산, 장소 만들기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공간과 행위주체 간의 상호구성적 관계를 포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들은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전개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한 경험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영토화 개념을 통해 공간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재구성되는 

실체로 규정하고 행위자들 간 사회적 실천과 과정이 공간의 역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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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유기적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비공식 주거지는 

토지를 점유한 빈민들과, 토지주, 공공, 자본 등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공간으로써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빈민 주거지를 논하기 위해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를 참고하고 영토화 개념을 통해 빈민들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해 

비공식 주거지에 대한 지리학적 논의를 확장시켰다. 인구, 영토, 조직을 

규정하는 국가의 성립 과정과 유사하게 구룡마을 사례는 도시 빈민들의 

정치 조직이 자신의 영토와 인구, 내부 거버넌스를 구성해나가는 영토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를 참고해 빈민 주거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 비공식 주거지를 도시 빈민들의 적극적인 

공간 전략의 산물로 본 것이 본 연구의 성과이다. 또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공고한 조건에서 투기적 도시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공간 

전략의 경합이 개발압력이 높은 비공식 주거지를 전개시키는 양상은 

비공식 주거지 논의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전세계적으로 토지가 

순수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향후 발생할 비공식 

주거지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 구룡마을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구성 및 

비공식성의 도구화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도시 

빈곤은 단순히 사회구조적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도시적 현상이다. 

비공식 주거지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시적 관점에서 

도출된 여러 해결책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다.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투기와 개발 등 새로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도시 빈곤을 양산하는 근원적 원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구룡마을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공공 행위자는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활용할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비공식성을 도구화한다. 통치의 

필요에 따라 비공식성을 선택적으로 규제하며 자본축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 

비공식성에 대한 인식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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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tial Strategies of the Urban Poor and  

the Territori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 

- A Case Study on Guryong Village, Seoul, South Korea - 

 

Chae, Sangwon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erritorializing process of an informal 

settlement, Guryong village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under 

the context of speculative urbanism. After a massive migration of 

the urban poor in the mid-1980s, Guryong village has been 

maintained as an informal settlement despite several clearance 

attempts by the local government. Despite high pressures to 

develop from the Gangnam district, where a flourishing real estate 

market constitutes its prime asset structure, the locals have not 

only managed to keep the settlement afloat; they have utilized this 

development pressure as an opportunity. Therefore, the study 

explores the dominating role of the urban poor as well as the role of 

two other actors, a private developer and local government. The 

political intersections and processes of these three agents come to 

reveal the dynamics in the makings of an informal settlemen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informal settlement’. It refers to both 1) physical and 

immaterial territorializing process of the urban poor settlement and 

2) spatial strategies employed by urban agents to utilize diverse 

resources of informal settlement. To enrich the discours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scholarship on informal 

settlements, the study adopts insights from the concepts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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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nd gated community. In this framework, informal 

settlement is seen as a new territorial form of political organization 

as well as a spatial strategy of the urban poor. 

The main body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residential informal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urban poor of 

Guryong village,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he 

village’s territorialization. Since mid-1980s, the informal 

government has not only been resolving basic necessities of the 

urban poor settlement, but also has been driving development 

projects of the village. It constructs independent system of 

governance within its own territory. The dominating role of the 

informal government shows spatial strategies of the urban poor to 

secure inexpensive living arrangements, all the while benefiting 

from the potential rising value of real estate. 

Second, (de)territorialization of the Guryong village is a product 

of spatial strategy competition among urban agents. The informal 

settlement itself is a political space due to various agents such as 

residents, landowners and public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situation. When it comes to the Guryong village, the residential 

informal government, private developer and the local government 

are all stakeholders in the village’s development, which acts as a 

common denominator. The competition of spatial strategies of three 

agents under the context of speculative urbanism constitutes 

(de)territorialization processes. 

The study, by proposing the framework of the territorialization 

of the informal settlement, empirically explores dynamics of space 

production under a specific urban context. Referencing insights 

from place-making and gated community literature, it sheds light on 

the urban poor as active agents, and demonstrates informal 

settlement as a socially constructed urban space. Further 

implications highlight the mutual constitution of urban informality 

and formality. As in the case of Guryong village, informality is an 

imperative extension of the urban condition, and cannot simply be 

substituted by the establishment of a formal system. Lastly,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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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 including those from the public domain, may instrumentalize 

informality, especially monopolizing the system and its legal 

loopholes. The instrumentalization of informality is a topic that may 

spur wider discussions among academia and policy-making 

practices. 

 

 

Keywords : informal settlement, territorialization, spatial strategy, 

urban poor, Guryong village 

Student Number : 2016-2020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2. 연구 방법

	제 3 절 연구의 흐름

	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과 주민들의 역할
	1.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
	2.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

	제 2 절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1. 영토화: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
	2.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 공간 전략의 경합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제 3 장 사례소개: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제 1 절 구룡마을의 형성
	1. 도시 빈민촌으로서 구룡마을의 형성
	2.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

	제 2 절 구룡마을의 맥락과 행위자들
	1. 투기적 도시성 하의 도시 빈민촌
	2. 주요 행위자들

	제 3 절 소결

	제 4 장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제 1 절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1. 도시 빈민들의 대규모 정착과 리더십 형성
	2.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비공식적 조건의 극복

	제 2 절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1.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취약한 지위의 극복
	2.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제 3 절 소결

	제 5 장 비공식 주거지의 (탈)영토화: 공간 전략의 경합
	제 1 절 주민자치조직 및 개발업자 중심의 영토화
	1.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이해관계 일치
	2. 강남구의 묵인

	제 2 절 강남구의 개입과 구룡마을의 탈영토화
	1. 마을 내 시민권의 조정과 투기세력 축출
	2. 강남구의 협조와 권력관계의 재구성

	제 3 절 소결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8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1. 연구의 대상 4
  2. 연구 방법 6
 제 3 절 연구의 흐름 8
제 2 장 문헌연구 11
 제 1 절 비공식 주거지의 형성과 주민들의 역할 11
  1. 비공식 주거지에 관한 기존 논의들 11
  2. 주민들의 장소 만들기 17
 제 2 절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26
  1. 영토화: 행위주체와 공간의 상호작용 26
  2. 비공식 주거지의 정치: 공간 전략의 경합 30
 제 3 절 연구 분석의 틀 37
제 3 장 사례소개: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38
 제 1 절 구룡마을의 형성 38
  1. 도시 빈민촌으로서 구룡마을의 형성 38
  2. 비공식 주거지로서의 특성 40
 제 2 절 구룡마을의 맥락과 행위자들 43
  1. 투기적 도시성 하의 도시 빈민촌 43
  2. 주요 행위자들 46
 제 3 절 소결 48
제 4 장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49
 제 1 절 주민자치조직의 구성 49
  1. 도시 빈민들의 대규모 정착과 리더십 형성 49
  2.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비공식적 조건의 극복 54
 제 2 절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60
  1. 주민자치조직을 통한 취약한 지위의 극복 60
  2. 거주민들의 비공식적 정부 64
 제 3 절 소결 74
제 5 장 비공식 주거지의 (탈)영토화: 공간 전략의 경합 76
 제 1 절 주민자치조직 및 개발업자 중심의 영토화 76
  1.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의 이해관계 일치 76
  2. 강남구의 묵인 81
 제 2 절 강남구의 개입과 구룡마을의 탈영토화 86
  1. 마을 내 시민권의 조정과 투기세력 축출 86
  2. 강남구의 협조와 권력관계의 재구성 90
 제 3 절 소결 9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97
참고 문헌 100
부록 124
Abstract 127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