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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개혁기 중국 도시의 발전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간을 

둘러싼 국가기구 및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연대, 갈등, 그리고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북경 동향촌의 변화과정 및 이와 관련된 북경시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 도시 발전과정의 정치경

제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혁기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

들의 집단거주지로서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왔던 북경의 동향촌들은 후진

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북경 동향촌의 변화과정이 북경의 도시재개발에 따른 공간의 재

구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향촌에 대한 북경시 정부정책의 획기적인 변

화 및 동향촌이 집중되어 있는 성중촌에 대한 북경시의 재개발 정책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제도적 변경과 재개발에 

기초한 북경시의 정책이 도시의 공간 재구성에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

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성장지

향 도시연합”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토지 사용권리에 대한 제반 불평등의 기초로서의 호

구제도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호구제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핵심용어: 同鄕村, 城中村, 戶口制度, 토지개혁, 토지사용권, 

도시재개발, 성장지향 도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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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개 기 국 도시의 발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

간을 둘러싼 국가기구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연 , 갈등, 그리고 

립에 한 연구이다. 구체 으로는 북경 동향 (同鄕村)의 변화 과정 

 그와 련된 북경시의 정부정책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 기 

국 도시 발 과정의 정치경제학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개 ․개방 이후 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의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살펴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농 으로부터 도시로 이

주한 이농민과 그들이 도시에 형성한 집단거주지(流動人口聚居点)로서

의 동향 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 을 떠나 도시로 진

입하는 이농  이농민 상은 국만의 특징은 아니다(Kuznets 1966; 

Lewis 1955). 그러나 도시의 경제발 에 한 기여  도시에서의 장

기간 거주에도 불구하고, 공식 으로는 종종 “유동인구(流動人口)”라고 

표 되는 농 출신 도시 이주민들은 도시민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따

라서 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

고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호구제도  단 제를 심으로 한) 국가

제도가 유지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개 기 국의 특수성이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개 기 국도시의 이농민들은 도시에

서의 생존을 해 같은 고향(同鄕)출신의 이주민들끼리 도시의 외곽

지역에 집 으로 거주하여 그들만의 독자 인 동향 을 형성함으로

써, 도시 내에서의 그들의 열악한 조건을 공동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북경의 동향  역시 1990년 를 거치면서 비약 으로 증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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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기 던 1995년 당시 표 인 것만도 약 20여개에 달하 다. 

이 듯 국 도시발 에 있어서의 요성으로 인해 기존의 많은 연

구들은 이농민들이 도시에 형성한 동향   이들 동향 이 집 되어 

있는 “도시속의 농 ”(urban villages, 城中村)을 분석하고 있다.1) 부

분의 연구들은 가장 표 인 이농민 유입지역인 북경, 상해, 주 지

역 이농민 집단거주지의 형성  발 에 한 기 인 논의들을 제공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의 여러 도시에서 형성된 이농민 집단거주

지에 한 체계 인 비교연구도 등장하고 있다.2) 한편, 다양한 연구들

이 이농민 집단거주지에 한 연구를 통해 개 기 국 도시발 의 특

수성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Gu and Liu(2002)의 연구는 북경에 형

성된 이농민 집단거주지에 한 논의를 심으로 개 기 국도시에서

의 공간  구분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으며, Wu(2002a)

의 연구는 상해로 진입한 이농민의 도시 내 거주형태에 한 분석을 

통해 도시의 공식 인 주택분배 체계와는 구분되는 형태로 도시주변부

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Wu(2005)의 연구는 역시 상해의 사례를 심으로 이농민의 집단거주지

역의 형성이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으며, Zhang(2005)과 Zhang, Zhao, and Tian(2003)의 연구는 

이농민 집단거주지에 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에서 의의

 1) 를 들면, 정종호(2000; 2003), 唐燦․馮 雙(2000), 王春光(1995), 劉夢琴(2001), 周大鳴

(2001), 飇(1998; 2000), Beja and Bonnin(1995), Jeong(2002), Liu and Liang(1997), Ma 

and Xiang(1998), Piante and Zhu(1995), Smith(2000), Zhang(2001)등의 연구가 있다.

 2) 를 들어, 柯蘭君․李漢林(2001), 謝志巋(2005), Logan(2002), Ma and Wu(2005)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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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북경 동향 의 형성, 

발 , 변화에 한 체계 인 지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경을 포

함하여 개 기 국 도시에서 형성된 동향 에 한 연구는 지 않다. 

를 들면, 북경의 경우 王春光(1995), 飇(1998; 2000), Beja and 

Bonnin(1995), Jeong(2002), Liu and Liang(1997), Piante and Zhu(1995), 

Zhang(2001) 등의 강 (浙江村) 연구, 唐燦․馮 雙(2000)의 하남

(河南村) 연구 등이 있으며, 상해의 경우 Wu(2002a, 2005) 등의 연구가 

있고, 주의 경우 劉夢琴(2001)의 석패 (石牌村)연구  周大鳴(2001)

의 남경 (南景村)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 부분은 주로 동향

의 성기인 1990년  후반까지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북

경의 동향 은 2000년을 후한 시기부터 시작하여 재에 이르기까지 

격한 변화과정을 겪어 왔다. 따라서 북경 동향   북경의 도시발

을 이해하기 해서는 21세기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요

하고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후진타오 체제하에서의 동향 의 변화

에 한 심층 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북경 동향 에 한 연구범

를 기존의 1990년  심에서 2000년  이후로 확 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체계 으로 다루어 질 수 없었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경합, 그리

고 상 과정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다양한 사회세력

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북경의 도시발 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

는 공간을 둘러싼 정치 동학을 살펴보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심층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농민 집단거주지

에 한 도시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비교하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도

시의 공간 재구성에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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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과 기업가  이윤  지 이익 추구를 지향

하는 북경시의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간의 소  사회주의  “성장

지향 도시연합”(progrowth urban coalition)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북경 동향 에 한 심층연구를 통해 후진

타오 체제하에서의 호구제도의 새로운 기능, 의미, 그리고 역할을 살펴

으로써, 호구제도에 한 새로운 이해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호구제도는 도시(비농업)호구

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과 그 지 못한 농민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 , 경제 , 사회  제차원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필

연 으로 제기되는 토지 사용권리에 한 제반 불평등의 기 로서의 

호구제도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호구제도에 한 새로운 이해의 틀

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5)

 3) Zhang(2005)과 Zhang, Zhao, and Tian(2003)의 연구 역시 도시재개발 과정을 심으로, 이

농민 집단거주지역  이들이 집되어 있는 성 에 한 최근의 정부정책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고는 있으나, 주로 북경 이외의 지역, 특히 동성 주시를 주요 사례로 하고 있

다. 따라서 동향 을 포함한 이농민 집단거주지역  이들이 집되어 있는 성 에 한 

최근의 북경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심으로 한 학술 인 연구는 무한 상황이다. 

 4) 이민자(2007), 班茂盛․祝成生(2000), 吳雲霞(1999), 吳航(2000), 張平․林梓(2000), Chan(1994), 

Cheng and Selden(1994), Christiansen(1990), Solinger(1995, 1999).

 5) 이상의 연구목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공식 인 통계자료  공식 , 비공식 인 자료에 

한 문헌조사와 함께 질  연구방법인 지조사를 실시하 다. 특히 지조사의 경우, 

1994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1999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강 을 포함한 북

경의 동향 을 방문하여 지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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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 ”(城中村)과 북경 동향 의 형성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주거 공간 확보의 문제이다. 물론 이는 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격

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경험한 다른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

가에서도 주거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농민들이 마주치는 가장 요

한 문제이다(Berry 1973). 그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이농민들의 열악

한 경제  지   역량이 도시에서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제한 인 요소인데 반해, 개 기 국의 이농민들은 거주

지 확보에 한 경제 , 재정 인 제약에 더하여 이  주택시장(dual 

housing market)이 결과한  다른 제도 인 제약을 지니고 있다. 

국의 이  주택시장은 모택동 시기의 유산인 호구제도  단 제

도에 기반하고 있다. 호구제도에 따라 농업호구 소지자는 농 집체가 

분배하는 토지를 이용하여 개별 으로 자신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

으며 반면 도시호구 소지자는 단 제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았는데, 도시로 진입한 이후에도 호구제도에 따라 여 히 농업인

구로 분류되는 이농민들은 도시에서의 토지사용과 주택분배로부터 원

천 으로 배제되었다. 결과 으로 이  주택시장 하에서 국의 이농민

들은 도시에서의 주택확보에 있어서 경제  제한에 더하여 제도 인 

제한을 지니게 되었다(Zhang, Zhao, and Tian 2003: 914-915).

1980년  말에 시작되어 1990년  가속화된 국 도시의 주택개

은 이상과 같은 제도 인 제한을 일부나마 개선하여 이농민들에게도 

도시에서의 공유주택(public housing)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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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택개 은 한편으로는 기존 단 체제에

서 분배한 공유주택의 매각을 통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기반한 

사유주택(private housing)의 공 을 통한, 주택의 사유화  상품화를 

주 내용으로 하 다. 즉 그 동안 단 에 속한 도시호구 소지자에게 무

상으로 제공되었던 주택을 기존 거주자에게 렴한 가격에 매각함으로

써 차 으로 주택을 사유화하 고(Zhang, Zhao, and Tian 2003: 

917), 개발업자들에게 이윤을 목 으로 상업건물  고 주택을 건축, 

매매, 그리고 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의 시장화를 진하 다(Wang and Murie 1999, 2000). 특히 1998년 

국 국무원이 그 동안 단 가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왔던 주택

공 의 단을 결정함으로써(Lee 2000; Li 2000; Wang 2000), 주택의 

상품화  사유화를 심으로 하는 주택개 은 결국 기존 단 제에 기

반한 주택공 체계에서 상업용 주택, 상품용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체

계로의 변화를 주도하 으며, 이를 통해 모택동 시기 사회주의 체제에 

따른 복지 혜택으로서의 도시 주택은 상품으로 재구성되었다.6)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개 에도 불구하고 이농민들은 도시에서의 

거주지 확보에 있어서 여 히 제도 , 경제  제한에 놓여 있다. 우선 

비교  렴할 뿐만 아니라 구매시 단 로부터 보조를 받는 공유주택

은 여 히 도시호구 소지자에게만 배타 으로 제공되었으며 따라서 

 6) 1988년 국 으로 실시된 주택개  이후 국 도시에서의 주택공 과 주택소비는 근본

인 변화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시호구 소지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존 단 제에 의해 무상

으로 분배되었던 (이미 거주하고 있는)공유주택을 단 의 보조 하에 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여 사유화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업자들에 의해 공 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

주택(商品房)을 구매하여 사유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  도시가구의 20%이하

던 주택소유자가 2000년에는 70%이상으로 증가되었다(Huang 2005: 195-196).



북경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북경 “동향촌(同鄕村)”의 변화  45

이농민들은 근본 으로 근이 불가능하 고(Huang 2005: 193; Zhang, 

Zhao, and Tian 2003: 915), 주택개 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상품주택

(商品房)은 공유주택에 비해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분 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임 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농민들

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Huang 2005: 193-195; Zhang, Zhao, and 

Tian 2003: 917).7) 결국 주택개 에도 불구하고 국 도시의 이농민들

은 여 히 도시 시민권(호구)의 미보유로 인한 제도  제한  한정된 

구매력으로 인한 경제  제한으로 인해, 공식 인 도시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다수 이농민들은, 상

으로 렴할 뿐만 아니라 제도 인 구속에서 벗어나 있는 비공식

인 도시 내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 는데, 소  성 의 등장은 이

에 한 요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주었다. 

“도시안의 농 ”을 의미하는 성 (城中村)은 개 기 국의 역동

인 도시화 과정이 결과한 새로운 도시 내 공간이다. 즉 성 은 집

체토지소유제(集體土地所有制)하에서의 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 기 국 도시발 의 보편 인 상이다(謝志巋 2005: 39). 성 은 

원래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거주하던 도시 근교의 농 지역이었

으나, 개 기 불규칙 인 도시 확장  팽창에 의해 도시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 의 형성은 속한 발   팽창

으로 특징 지워지는 개 기 국 도시의 형 인 특징이 되었다.8) 

 7) 북경의 경우, 1998년 당시 상품주택의 평균 가격은 4,815 엔/m2이었는데(Huang 2005: 

218-219), 이는 월 평균 임 이 1,000 엔에도 못 미치는 이농민들로서는 구매  임  자

체가 불가능한 가격이다. 

 8) 따라서 성 은 북경과 상해, 그리고 주와 같은 도시는 물론 개 기 속한 발   

팽창으로 특징 지워지는 부분의 국 도시에 형성되었다. 를 들어 2002년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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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에 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성 의 가장 큰 특

징은 호구제도와 련이 있다.9) 즉 성 은 도시의 행정구역에 편입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  요소를 그 로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 에는 농민(호구제도상 농업

호구를 보유한 농업인구의 존재), 농 (농업호구 소지자들의 농  집

체로서 민 원회의 존재), 그리고 농업(농 집체를 통해 농업호구 

소지자들이 공동 으로 소유한 농지(rural land)의 존재)의 요소들이 

도시  요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 의 농  

요소는 토지와 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이한 결과를 야기함으로

써, 성 으로 하여  호구제도  단 제에 의해 도시에서의 거주지 

확보에 있어서 이  제한(제도  제한과 경제  제한)을 지닌 이농

민들이 집단 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 다. 

우선 토지의 측면이다. 토지소유권에 한 사회주의 국의 기본 원

칙은 모든 토지는 국가( 는 집체)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권

리, 를 들어 토지사용권(land-use right)은 이로부터 생하는 것이다

(Ho 2001: 402). 이러한 의미에서 국은 “국가지배 토지소유체제”(state- 

dominated land-ownership regime)(Zhang 2006: 464)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 기에도 그 로 용된다. 즉 다른 역에서 진행되

고 있는 사유화 개 에도 불구하고, 국의 도시지역 토지의 유일한 합

법 인 소유자는 여 히 국가이며, 부분의 농  지역 토지는 집체소

유(集體所有)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농 집체10)에 속한 모든 개인들

면, 심천(深圳)시에는 특구 내에 176개, 체 시에는 약 천여 개의 성 이, 서안(西安)시

에는 180여개의 성 이 존재하고 있었다(謝志巋 2005: 39-44). 

 9) 성 에 한 다양한 정의에 해서는 謝志巋(2005: 26-30)를 참조할 것.

10) 주로 개 이 의 인민공사, 생산 , 생산   개 이후의 (민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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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체 으로 소유되는 토지의 사용에 해 원칙 으로 동일하고 평등

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농지는 농민의 경작을 한 토지와 농민의 주택

을 한 토지( 基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택동 시기 단

에 의해 무상으로 주택이 제공되었던 도시호구 소지자와는 달리 농 집

체에 속한 개별 인 농민들은 그들의 주택건립을 해 농 집체가 집체

으로 소유한 토지의 일부분을 무상으로 할당받아 그들 스스로 개별

으로 자신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 다.11) 따라서 농업호구 소지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상 없이 농업호구를 소지하는 

한 농 집체를 통해 토지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성 의 농업호구 소지자들 역시 도시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제도에 의해 농 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제공과 

련하여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 신 그들이 속한 농 집체가 분배한 

토지에 스스로 건립한 주택( 부분 平房)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 을 떠나 도시에 진입한 이농민들은 물론 도시의 도시호구 소지자

들도 가질 수 없는 요한 자산이었다. 보통 농가주택 건립을 해 개

별 농가들에게 할당되는 토지는 도시주민들의 주택공간에 비해 매우 

넓었으므로,12) 성 의 농업호구 소지자들은 이농민들에게 주택의 일

부를 임 하는 것이 가능하 다. 동시에 성 의 농 집체들 역시 그

들이 집단 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이농민들을 한 임 시설을 

11) 최근에는 수속을 목 으로 명목상의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으나 무의미한 액이다(Zhang, 

Zhao, and Tian 2003: 925-926).

12) 를 들어 상해의 경우 성 이 집 되어 있는 성향결합부 지역의 일인당 거주면 은 도

심지의 2배에 달한다(Wu 2005: 230-231 Table 12.1 참조). 이에 반해 2000년 기  도시의 

1인 당 거주공간은 평균 10.3 평방미터( 經濟日報  2002년 1월2일)로 다수의 도시가정은 

임 의사가 있어도 임 하여  공간이 없다.



48  현대중국연구 제9집 2호

건립함으로써, 농업 수입 이외에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인 사례가 이농민을 한 규모 임 연립주택인 원(大院)이다. 

원은 의류산업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 한 강 의 일부 

강성 온주(溫州)출신 이농민이 강  지역 북경인 농 집체와의 상

을 통해, 후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규모로 임 하여 그 에 건

축한 이농민을 한 규모 임 연립주택을 의미한다. 강 의 북경

인 농 집체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원건축을 해 이농민에게 임

함으로써, 막 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를 들어, 온주 출신 이

농민인 盧幸陽(가명)은 강 이 치한 풍 구(豐臺區)의 시 (時村) 

“제4생산 ”(第四生産大隊)로부터 6년 동안 임 한 총 15무(畝, 1무

는 약 200평)의 토지에 “등 제2 원”(鄧村第二大院)을 건립하 는데, 

盧幸陽의 등 제2 원은 1995년 북경 시에 의해 철거되기 까지 매

년 15만 엔(1畝당 만 엔)을 임 료로 시  제4생산 에게 지불하

으며,  다른 온주출신 이농민인 李飛洋(가명)이 풍 구의 고장(高

莊) “농공상제3생산 ”(農工商第三生産大隊)로부터 7년 동안 임 한 

토지에 건립한 강  최 규모(6,000명을 수용)의 “ 구 원”(金甌大

院)은 건립 첫 해인 1995년에는 30만 엔, 1996년에는 35만 엔, 그 후

부터 남은 5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매년 40만 엔을, 임 료로 농공

상제3생산 에게 지불하 다.13) 

한편, 이와 같이 성  농업호구 소지자  농 집체가 이농민을 

한 임 공간을 임의 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  지역 토

지 소유권의 특성 이외에 리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다. 

성 에는 농업호구 소지자와 도시호구 소지자라는 두 종류의 인구

13) 그러나 李飛洋의 구 원은 건립 첫 해인 1995년 겨울 북경 시에 의해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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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존재하 으므로, 행정 리의 측면에서도 이원 인 특수성이 나

타나게 되었다. 즉, 성  지역의 북경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의 종류에 따라 두 개의 상이하고 배타

인 행정 리 체계와 련을 맺고 있는데, 농업호구 소지자는 보통 구

(區)정부→향(鄕)정부→ 민 원회(村民委員 )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의 통제를, 도시호구 소지자는 구(區)정부→가도 사처(街道辦事處)

→거민 원회(居民委員 )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의 통제를 받았다. 따

라서 행정 으로 도시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성  주민의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호구 소지자들은 행정 리 체계의 특성상 도시행정체계 

밖에 존재하 으며, 따라서 도시계획과 도시발 에 한 엄격한 규정

들을 피할 수 있었다. 

련 법규에 따르면, 도시 내 건축승인을 받기 해서는 수십여 개

에 달하는 련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개별 건축물의 건

축을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  비용을 필요로 한다(Rosen and 

Ross 2000; Zhang, Zhao, and Tian 2003). 그러나 성 은 행정 리 

특성상 도시행정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성  지역의 

주택건축을 리하는 공식 인 도시 정부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

며, 부분 농 집체가 직 인 토지사용 권리  개발 리를 수행

할 수 있었다(Zhang, Zhao, and Tian 2003: 928). 여기에 더하여 성

에 거주하는 이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의 리비를 부여함으로써 재

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방정부(區政府) 역시 성  농 집체들

의 도시규정 반을 묵인해주거나 오히려 부추김으로써, 성 은 이농

민을 한 임 시설을 수월하게 건축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농민의 

집단거주지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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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 모두가 성 에 월세방을 임 (租房)

하여 거주하는 것은 아니며, 주시 천하구(天河區)에 치하고 있는 

석패 의 사례(劉夢琴 2001)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이농민 집단거주지

가 동향 인 것도 아니고, 한 모든 이농민 집단거주지가 성 에 

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14) 그러나 임  거주 이농민의 경우 부분

이 성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이농민의 집단거주지 역시 

부분이 성 에 형성되어 있다(Zhang 2005: 243-245; Zhang, Zhao, 

and Tian 2003: 912-913).15) 결국 개 기 역동 인 도시화 과정이 결과

한 새로운 도시 내 공간으로서의 성 은 토지와 리의 두 가지 측

면에서 도시에 속하면서도 여 히 농  요소를 유지함으로써, 도시에

서의 거주지 확보에 있어서 이  제한(제도  제한과 경제  제한)을 

지닌 이농민들이 집단 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16) 

14) 동향 을 포함한 유동인구 이농민의 도시거주형태에 해서는 정종호(2002: 275-280)를 참

조할 것. 

15) 를 들면, 1997년 북경시 유동인구 이농민의 80%가 조양구(朝陽區), 해정구(海淀區), 풍 구

(豐臺區)의 성  지역에 집 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1997년 상해시 유동인구 이농민의 약 

60%가 외곽지역의 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2000년 주시 유동인구 이농민의 70%가 

백운(白雲), 황포(黃埔), 천하(天河), 해주(海珠) 등의 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柯蘭

君․李漢林 2001: 3-4; 李玲․歐陽慧․陳 森․林文生 2001: 47; 廣州日報  2000년 6월 3일). 

16) 한편, 성 은 도시마다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데, 를 들어 본 연구의 상인 북

경의 경우 도시의 팽창이 도심으로부터 비교  방사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 형성된 

부분의 성 이 조양구, 해정구, 풍 구 등 도시근교 지역의 성향결합부(城鄕結合部, 도

시와 농 의 과도지 (過渡地帶)로서 도시호구 소지자뿐만 아니라 농업호구 소지자도 거주)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2000년 8월 재 약 277개의 성 이 형성되어 있었던 

동성 주시의 경우에는 구도심과 별개로 뉴타운이 건설됨에 따라 성 이 도시의 외곽지

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심과 가까운 다운타운 지역(inner-city)에도 형성되어 있어서 명칭 

그 로 상업지역의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안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Zhang 2005: 257; 

Zhang, Zhao, and Tian 2003: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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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경시 정부정책과 북경 동향 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들이 도시의 공간 내

에서 그들만의 독자 인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보편 인 

상이다.17)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호구제도  단 제

가 결과한 이  제한(제도  제한과 경제  제한)으로 인해, 북경에 

형성된 이농민 집단 거주지로서의 동향 은 1) 성 으로 표되는 

지역에 집 으로 치하고 있다는 지리  치의 특징, 2) 이농민 이

외에도 농업호구를 지닌 북경인 주민(農民)과 도시호구(비농업호구)를 

지닌 주민(居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민 구성상의 특징, 3) 그리고 

농업호구  도시호구 소지자들을 배타 으로 리하는 이원  행정

리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행정체계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 기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로서 삶의 터 을 제공하

여 왔던 북경의 동향 들은 성기 던 1995년을 거치면서, 여러 번에 

걸친 북경시 정부의 규모 철거  도시재개발로 인해 하나 둘씩 사

라지기 시작하여 재는 풍 구 남원향(南苑鄕) 홍문(大紅門) 지역의 

강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북경 동향 의 변화

는 동향   이들 동향 이 집 되어 있는 성  지역에 한 북경

시 정부정책의 획기 인 변화와 한 련이 있다. 

1995년 반까지 동향 에 한 북경정부의 주요정책은 쇄정책

17) 동일한 문화  통  동일한 출신지에 따라 이농민들의 도시에서의 거주형태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리 알려져 있다. 이에 해서는 Abu-Lughod(1961), Banerjee(1983), Collier 

(197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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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堵)과 붕괴정책(轟)을 특징으로 하 다. 쇄정책은 기존의 도시와 농

의 구분에 근거한 이원화된 통제방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동향 을 고사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쇄정책의 가장 요한 제도  기 는 물론 호구제도이다. 즉 

호구제도의 기  하에, 1)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들로 하여  도시 내 거

주지역 출소에의 의무 인 신고  등록, 그리고 임시 거주증(暫住證)

의 취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주호구정책(暫住戶口政策)을 실시하고,18) 

2) 이농민들이 도시거주를 해 필요한 각종 증명  서류(暫住證, 就業

證, 營業執照, 流動人口計劃生育證明 등)들에 한 검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안국(公安局)의 고 없는 불시검문을 실시하며, 3) 동향  유동

인구 이농민에 한 사회  써비스의 사용( 기, 상하수도, 공 화장실, 

병원진료, 자녀교육)을 쇄함으로써, 호구지와 거주지가 분리된 이농민

들의 동향  유입을 원천 으로 쇄하여 동향 의 고사를 유도하 다. 

한편, 동향 에 한 북경시 정부의 붕괴정책은 폭력 인 방법을 

통한 면 인 철거(淸理整 )를 의미하며, 궁극 으로는 이를 통해 

동향 의 붕괴를 목 으로 하 다. 이러한 폭력 인 청리정돈은 1986

년 이후, 쇄정책과 병행하여 북경시 정부에 의해 주로 8-9월과 

11-12월에 걸쳐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되어 왔으나 동향 에 한 하나

의 정책 수단으로 청리정돈이 체계 으로 모색되어진 것은 1990년 북

경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1989년 8월 소집된 공안국 주도의 회의에서

이다.19) 무엇보다도 가장 표 인 동향 에 한 청리정돈은 이붕(李

18) 북경시 정부의 잠주호구정책에 해서는 北京 人民政府(1995)를 참조할 것.

19) 공안국 산하 “ 홍문(大紅門) 유동인구 리사무소”를 표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 던 錢

剛(男, 가명)과의 1996년 7월31일 인터뷰. 한, 北京 外來人口管理工作領 組(199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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鵬) 총리의 비 아래 1995년 11월과 12월 동안 3단계에 걸쳐 북경의 

동향 에 해 행해진 북경정부의 규모 철거작업이다. 

그러나 호구제도의 기반 하에 강제 인 등록제도, 사 인 생활공간 

 공 인 경제공간에 한 고 없는 불시검문, 그리고 사회  써비스

의 제공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쇄정책  폭력 인 방법을 

통한 면 인 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붕괴정책은 애 의 의도와

는 달리 오히려 비국가공간으로서의 동향 을 더욱 더 발 시켰다. 이

상과 같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다.  

우선 국가체제 내부의 갈등과 충돌이다. 를 들면, 동향 이 치

한 해당지역의 공상(工商)부문은 동향  이농민들로부터 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징수하 으므로 그들의 안정  수입원인 동

향  이농민의 진입을 쇄하는 공안부문의 정책에 맞서 때때로 동향

 이농민들과 은 한 연계를 이루곤 하 다. 따라서 동향 의 이농민

들이 창출한 시장에 한 지배  리를 통해 재정  이익을 구하려

는 공상부문과 동향 이 치한 지역의 치안 리에 을 두는 공안

부문간의 갈등은 쇄정책의 효과 인 수행을 방해하 다. 여기에 더

하여 자성(自省) 출신 이농민  그들이 북경에 건설한 동향 을 자성 

경제발 의 유익한 요소로서 정 으로 이해하는 동향  이농민들의 

출신지 정부20)와 이농민의 집단거주지인 동향 을 사회주의 질서에 

한 불법 인 요소로서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경시 정부간의 

참조할 것.

20) 자성출신 유동인구 이농민들이 외지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출신지역의 경제성장

에 한 공헌에 해서는 時憲民(1999: 114), 楊愛民(2000: 333), 劉晏玲(1994: 76), 周仁强

(1994: 4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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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역시 일 인 정책수립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동향 에 한 

정책, 특히 붕괴정책을 무력화하 다. 

더 나아가 쇄정책은 동향  이농민내의 계층분화에도 불구하고 

동향  이농민 체를 호구제도의 기반 하에 불법 유동인구로서 동일

하게 규정함으로써 동향  이농민의 집합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을 오히려 강화하 으며, 동향 에 한 붕괴정책은 동향 의 이농민들

을 분산시킴으로써 오히려 쇄정책에서보다 동향 에 한 통제를 더

욱 더 어렵게 하 다. 결론 으로 북경시의 쇄정책  붕괴정책은 동

향 의 실질 인 고사  면 인 철거라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비국

가 공간으로서의 동향 을 더욱 더 발 시키는 결과만을 래하 다. 

이상과 같은 쇄정책  붕괴정책의 실패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

여 북경 정부는 극 으로 북경 동향   동향 이 집 되어 있는 성

에 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 는데,21) 1990년  후반 

특히 21세기에 어들면서 북경의 동향 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고 있

는 북경시의 정책은 1단계인 “제도  변경”(轉制)과 2단계인 “재개발”

(改造)로 이루어져 있다.22) 이를 구체 으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錢 剛은 “우리는 (유동인구에 한) 기존의 정부정책이 강 의 유동인구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무력하 음을 느 습니다”라고 지 하고 있다. 錢 剛과의 1996년 7월15일 인터뷰. 

한 豐臺區外來人口管理工作領 組(1996)를 참조할 것.

22) 후진타오 체제 등장을 후하여 도시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농민 집단 거주지가 집 되어 있

는 성 을 재정비하려는 도시 정부의 노력은 국 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지

만 부분 “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공통 으로 하고 있다.｢“城中村”要“大變”廣州 124條

村今年實現轉制｣, 南方日報 2002년 4월10일. 한, Zhang(2005: 251), Zhang, Zhao, and 

Tian(2003: 930-931)을 참조할 것. 이러한 정부정책은 성  지역이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

는 동성 주시에서 제일 먼  시도되었는데, 주시의 성  재개발 계획은 이후 국

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벤치마킹의 상이 되었다. 주모델(廣州模式)로 알려진 주시의 

성  재개발 계획은 “도시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성 의 기존 불법 건축물 체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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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1단계는 동향 이 집 되어 있는 성 에 여 히 존재하

는 농 , 농민, 농업  지 를 변경하는 제도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한

다. 즉 1) 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호구 소지자 주민들의 호

구를 비농업 도시호구로 변경하고(農轉非), 2) 호구변경을 통해 도시 

주민화된 이들을 도시행정체계(街道辦事處-居民委員 )의 행정 리 아

래 두며(農轉居), 3) 농  집체에 의해 집체 으로 소유되었던 성

의 농업용 토지를 모두 국가의 직  리 아래 두는 것(轉移就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3) 이를 통해 그 동안 성  지역 주민의 이원화

된 호구로 인해 역시 이원화되어 있던 비효율 이고 혼란스러웠던 행

정 리 체계를 도시행정체계로 일원화하려 하 다. 그러나 제1단계 제

도  변경의 가장 요한 목 은 성 의 토지소유  토지사용권과 

한 련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 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호구 소지

자들은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도시범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

제도에 의해 농 인구로 분류됨에 따라, 그들이 속한 농 집체에 의해 

분배된 토지에 스스로 건립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성

거하고 성  체를 도시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즉 성  지역을 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후, 행정 리의 재조직, 토지사용의 규제강화, 주택의 개량 등 일련의 과정

을 통하여 성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南方日報  2002년 6월9일, 人民

日報  2002년 6월16일, 한, Zhang(2005)을 참조할 것. 국 내 다른 도시의 성 에 한 

도시재개발 정책에 해서는 謝志巋(2005: 282-291)를 참조할 것. 특히, 주해(珠海)의 경우

｢看珠海如何改造“城中村”（採訪 思 )｣, 人民日報  2002년 3월3일, 서안(西安)의 경우 中國

建築報 2003년 4월9일, 청도(靑島)는 靑島日報  2002년 6월19일 등을 참조할 것. 

23) 이와 같은 제도  변경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호구제도 개 , 특히 농업호구, 비농업호구, 

지방도시(城鎭)호구 등으로 구분되어 온 호구의 종류를 통일시켜 도시와 농 을 일체화 시

킨 호구제도의 일원화 개 과 연 된다. 최근의 호구제도 개 에 해서는 이민자(2007)  

정종호(200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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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 집체들 역시 그들이 집단 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 

사용권을 독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  농 집체의 토지소유는 개

기 토지개 과 맞물리면서 부동산의 불법 인 사용을 결과하 다. 

국 도시의 개 은 토지개 과 주택개 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 기 국의 도시 공간을 근본 으로 재구성한 토지개 은 토지사용

권의 유상임 결정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에 제안되고 1988년 도입된 

“토지유상사용제도(土地有償使用制度)”는 토지사용권의 권리양도(土地

有償轉讓, paid transfer of land use rights)를 공식화하여 토지소유권

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분리함으로써, 이론 으로는 토지소유가 여 히 

국가( 는 집체)소유이나 토지소유권과 별개로 토지사용권은 양도 는 

임 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 국도시의 토지는 더 이상 단순

히 거주와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상품가치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

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도시 토지 사용과 도시 공간 발달에 있어서 

새로운 시 를 열었다(Ho and Lin 2003, 2004; Yeh 2005).24)

그러나 토지사용권의 권리임 를 공식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의 토지개 은 특히 농 집체가 소유한 토지로 하여  불법

인 사용권의 남발을 가능하게 하 다.25) 국의 련법규에 따르면, 

24) 토지개 에 따라 토지사용권은 할당(劃撥, allocation: 토지사용권을 국가소유 는 비상업  

목 에 분배하는 경우)과 양도(出讓, conveyance: 토지사용권을 상업  목 을 가진 주체에

게 양도하는 경우)의 두 방식으로 유상 임 되거나(一級 場), 입찰(招標, public tender) 

는 경매(拍賣, auction)를 통해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  비싼 가격의 양도 (出讓

金)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주체가 획득한 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轉讓), 임

(出租), 는 담보(抵押) 등의 거래(流轉, circulation)를 통해 유상 임 (二級 場)하 다

(Ho and Lin 2003, 687-688).

25) 농 집체가 소유한 토지의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인 사용에 해서는 Ho and Lin(2003: 

696-69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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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집체는 농 의 토지를 사용(經營)하거나 토지사용의 리권을 갖는

다. 그러나 비농업 목 을 한 농지의 양도나 환은 임의 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해 농 집체 소유의 토지

를 징발하여 사용(土地徵用, land expropriation)하거나, 는 정부와 토

지사용자간에 토지양도(土地出讓)할 수 있다(Guo 2001: 424-425).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성 에 존재하는 부분의 농 집체  농업호구 소

지자들은 농지의 사용권을 비농업  목 을 가진 타자에게 유상 임

하거나, 는 농 집체들이 직  농지의 비농업  부동산 개발에 참여

함으로써 성  토지의 임의  그리고 불법 인 사용을 남발하 다. 

이러한 성 의 불법 인 토지사용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다. 우

선 농  지역 토지소유의 모호성이다. 이미 언 했듯이 국 도시의 

부분의 토지는 국가소유인데 반해, 농 지역의 토지는 부분 농민

집체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 따라서 모택동 시기로부터 농지를 소유하

여 왔던 농 집체(  농민)들은 그들이 소유하여 왔던 토지의 비농업

 목 의 사용권을 유상 임 하는데 있어서도 농민집체가 여 히 독

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습 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성  

지역과 같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도시에 편입된 경우 실질 으로 

농업이 불가능하므로, 성 의 농 집체들은 부분 비농업  목 의 

농지 사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농 집체가 토지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요한 이유는 “계획”과 “시장”이 여

히 공존하는 국특색의 이  토지시장 구조(dual-track system)(Ho 

and Lin 2003: 687)와 련이 있다. 즉 토지개 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

한 시장 가격 심의 토지시장에서 개발업자가 토지사용권을 임 하

려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出讓金 포함)을 약하고 막 한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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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받기 해서는, 모택동 시기로부터 재까지 여 히 농지에 

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농 집체와 직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호구 소지자와 비농업 호구 소지자로 이

원화된 성  지역의 행정 리 체계는 이러한 불법 인 토지거래를 

방조하거나 묵인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0년  들어서 본격

으로 시도된 성 에 한 도시재개발 계획은 제1단계에서 성 에 

존재하는 농 , 농민, 농업  지 를 변경하는 제도  변경을 우선 으

로 추진하 으며, 이를 통해 농  집체에 의해 집체 으로 소유되었던 

성  농업용 토지를 국가의 리에 직 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불

법 인 토지사용에 한 규제를 강화하 다. 

이상과 같은 제1단계 제도  변경의 기  아래 이어지는 제2단계

는 본격 인 재개발 단계로, 도시계획  련 도시규정에 따라 기존

에 건립된 성  지역 불법 건축물들을 보상 없이 철거하고 부동산 

재개발(상업용 건물  고  주택단지 심)의 형태로 성 을 복원

하는 것(撤鎮設街, 撤村建(設)居)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물론 이 에도 

북경의 성  지역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재개발이 시도되었다. 그러

나 이 과 비교하여 볼 때 최근에 이루어진 북경 성  지역에 한 

재개발의 특징은 북경시 정부의 극 인 권유 아래 형 사 기업 

 합자기업이 개발상(開發商)으로 재개발 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

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  반 이후부터 북경

을 포함한 국 도시의 공간  변화  재구성을 이끌고 있는 소  

사회주의  “성장지향 도시연합”의 등장과 련이 있다.

즉 토지개 , 주택개 , 그리고 단 제 개 을 통한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  부동산 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정부는 재정수입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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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효율 인 방법으로 토지거래를 통한 지 이익에 본격 으로 

치 하기 시작하 는데(Fang and Zhang 2003),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을 임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   재정 증 를 추구하는 “기

업가 ”(entrepreneurial) 성격(Zhang 2006: 475)의 도시 지방정부(특히 

성 이 치하고 있는 區政府)는 성  지역의 재개발을 해 보다 

확실한 트 로서 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과 연 하 고, 이에 따라 “지방 발 국가”(local developmental 

state)로서의 북경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 간에 토지개발을 심

으로 한 성장연합이 1990년  후반부터 본격 으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Fang and Zhang 2003; Smart and Zhang 2006; Zhang 2002; Zhang 

2006).26) 특히 주택의 무상공 을 단한 단 제 개   산층의 등

장으로 인해 고  주택단지에 한 수요가 증 하자, 북경의 성  지

역은 지 이익을 통해 지역발 과 재정증 를 추구하려는 성  지역 

정부  고  주택단지 건설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부동산 개발업

자간의 연 로 인해 기존의 이농민 집단거주지역이 사라지고 신 고

주택단지로 변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심으로 하는 북경시 정부

정책의 변화  그에 따른 북경 성  지역의 재개발은 북경의 동향

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26) 이와 같은 상은 북경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를 들어 성

 재개발의 성공 인 사례로 알려진 동성 주해시의 경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26개

의 성 을 재개발하면서, 재개발에 참여한 개발업자들에게 “拆一免二至三”(성 의 불법 

건물 1평방미터 철거 시, 2-3 평방미터의 추가 건축 면 에 해당하는 토지임 료  기타 

수속비(報健费用 포함)를 감해 주는 정책)라는 우 정책을 통해 성장연합을 강화하고 있

다. ｢看珠海如何改造“城中村”（採訪 思 )｣, 人民日報  2002년 3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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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우선 신강 (新疆村)의 변화이다. 주로 신강요리 심의 식당경

에 종사하고 있던 신강 구르족 자치구 출신 이농민들의 동향 인 

신강 은 해정구 증 로(增光路) 부근 감가구(甘家口) 지역  해정구 

공 (魏公村) 지역을 심으로 형성되어 1995년 성기 당시 인구가 

수천 명에 이르 으나, 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심으로 하는 북경시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부분 사라지게 되었다.28) 먼  공  지역

의 신강 은 백호(韋伯毫) 아 트 건설  23층의 상가건물(韋伯時

代中心) 건설을 해 철거되었는데, 그동안 신강인들에게 임 주택을 

27) 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심으로 하는 북경시 정부정책 변화이 의 북경 동향 에 해서는 

飇(2000: 482-489), Gu and Liu(2002: 207-210), Ma and Biao(1998: 564-577)를 참조할 것.

28) 신강 은 다른 북경 내 이농민들의 동향 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다른 동향 에 거주하는 이농민들이 종족구분상으

로는 모두 동일한 한족(漢族)인데 반해, 신강 에 거주하는 신강 구르족 이농민들은 종족

구분상 한족과 구분되는 소수민족이라는 이다.  다른 차이 은 북경의 다른 이농민 동

향 들이 개 ․개방과 함께 비로소 등장한 것과는 달리, 신강 은 이미 1950년 부터 형

성의 기 를 마련하 다는 이다. 감가구 지역은 부근에 신강 구르족 자치구의 북경주

재 사무소(駐京班事處)가 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미 개 ․개방 이 부터 공무  사

인 일로 북경을 방문하는 신강 구르족의 북경내 결집지역이었다. 그 에서도 1950년  

건립된 서원반 (당시는 서원여행사(西苑旅行社)라고 불림)은 구르족의 집결과 만남의 장

소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서원반 이 구르족의 빈번한 만남의 장소

가 됨에 따라, 서원반  경 을 담당하고 있던 북경정부는 1950년 부터 신강의 요리사들

을 서원반 으로 빙하기 시작하 다. 빙된 신강의 요리사들은 기에는 서원반  내에 

거주하 다. 그러나 인원이 차 많아짐에 따라 서원반 측이 1970년 에 감가구 지역과 

공  지역 일 에 거주지역을 건립하여 빙된 신강요리사들의 거주지역으로 제공하고, 

동시에 빙된 신강의 요리사들이 신강에 있는 가족과 친척은 물론 동향들을 북경에 빙

함으로써 신강인들의 동향 으로서의 본격 인 신강 이 형성된 것이다. 飇와의 1996년 

5월19일 인터뷰. 한 飇(2000: 485)  Gu and Liu(2002: 208-209)를 참조할 것. 따라서 

호구제도의 틀을 벗어난 불법 인 이농민들을 심으로 형성된 여타의 동향 과는 달리, 

신강 은 법한 차에 따른 호구제도내의 이동(즉 국가부문에 의해 빙되어 한 호

구 환을 한 신강의 요리사들의 이동)으로 시작하 으나 불법 인 이농으로 확 되어 형성

된 이농민들의 동향 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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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왔던 공  지역 북경인들은 제도  변경을 통해 농민신분

에서 도시민(居民)으로 호구가 환되었으며, 토지에 한 보상과 함

께 일부는 렴한 가격에 백호 아 트를 분양받는 신, 농업호구와 

함께 토지사용권을 포기하 다. 이 과정에서 아 트 건설과 북경인 주

민에 한 보상은 개발상(韋伯毫公司  魏公元鼎房地産經紀開發公

司29))이 주로 담당하 는데, 이들 개발상들은 2001년 국가로부터 신강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후 아 트 건설을 시작하 다.30) 한

편, 감가구 지역의 신강  역시 새로 확장된 도로(首都體育館南路)와 

새로 건설된 아 트(增光佳苑 아 트)로 인해 철거되었는데, 2003년 3

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2004년 10월에 완공된 증 가원 아 트의 부지

는 해당 지역에 있던 북경인 단 (水利建設科學院  中國建築設計硏

究院)의 기숙사로서 이들 기 이 자신들의 토지를 물 투자하여 주주

로서 개발에 참여하 고, 개발은 北京都禾房地産開發有限公司가 담당

하 다.31) 이러한 도시재개발로 인해 기존의 신강 은 부분 철거되

어 2006년 8월 지조사 당시에는 세한 신강요리 음식 을 운 하

고 있는 약 30여명의 신강인들이 감가구 지역  공  지역에 흩어

져 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32) 

29) 魏公元鼎房地産經紀開發公司에는 당시 해정구 구장(區長)의 부인이 주주(股東)로 참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북경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 간에 토지개발을 심으로 강화되고 있

는 성장지향 도시연합의 단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 백호 아 트의 매  리를 담당하는 林語涵(女, 北京曼峰世紀房地産經紀有限公司)과

의 2006년 8월15일 인터뷰. 

31) 증 가원의 置業顧問인 劉宇(男)와의 2005년 2월14일 인터뷰.

32) 2006년 당시 감가구 지역의 유일한 신강식당(新疆天池餐廳)의 종업원인 努 艾合買提(男, 

22살, 구르족)에 의하면, 신강  철거 이후 신강인들은 선무구(宣武區)의 牛街  西客站

으로 이동하 다고 한다. 2006년 8월15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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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심으로 하는 북경시 정부정책의 변화 

 그에 따른 북경 성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다른 표 인 북경의 동향 은 하남 (河南村)이다. 주로 폐품 는 

쓰 기 수집  매에 종사하는 하남성 출신 이농민들의 동향 으로 

알려져 있는 하남 은 원래 해정구 동승향(東升鄕) 이리장(二里莊)에 

치하 다가, 1992년 철거 후 동승향 팔가 (八家村) 지역 일 , 조양

구 두각장(豆各庄)과 자갱(葦子坑) 지역 일  등 북경의 여러 지역

에 형성되었으나, 최근의 변화로 인해 부분 사라지고 있다. 우선 조

양구 두각장 지역 일 의 하남 의 경우, 이 지역 북경인 주민의 호구

환과 함께 북경인 개발상(星火房地産開發有限責任公司)의 아 트 건

설로 인해 2005년에 철거되었으며, 자갱 지역 일 의 하남  역시 

북경인 주민의 호구 환과 함께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 받은 형 개

발상(北京泛海信華置業有限公司  北京國 嘉業房地産開發有限責任公

司)의 아 트(觀湖國際) 건설로 인해 역시 2005년에 철거가 시작되었

다. 2006년 8월 지조사 당시 자갱 지역의 하남  자리에는 형 

고  아 트 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북경 성  지역 재

개발에 따른 동향 의 철거로 인해 많은 수의 이농민들이 아직 철거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해정구 팔가 의 하남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팔가  지역은 오히려 이농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06년 8월 지조사 당시 팔가 에는 폐품 수집에 종사하는 하남성 

출신 이농민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농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특히 자동차 수리 이 이농민의 새로운 직업으로 각 을 받

고 있었다. 그러나 해정구 정부가 2008년 올림픽 비를 해, 폐품 수

집에 종사하고 있는 하남  이농민들의 경제 심인 폐품수집회사33)



북경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북경 “동향촌(同鄕村)”의 변화  63

들의 철거  이 을 포함한 인 팔가  지역 성  정비를 계

획함에 따라 팔가  지역 역시 큰 변화를 맡고 있다. 2007년 2월의 

지조사 당시 하남 의 심인 청로(雙淸路) 동쪽은 이미 부분 철

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34) 

Ⅳ. 호구제도와 토지사용권

이상과 같은 북경 동향 의 변화과정은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집 되어 있는 성  지역의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국가기구  사

회집단간에 상이한 결과를 래하 다. 우선 그 동안 성 에 거주하

33) 하남 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품 수집회사(海淀物資回收公司)의 부사장인 (男, 46세)씨에 

따르면, 해정구 정부의 철거통지에 따라 자신의 회사도 이 을 비하고 있다고 한다. 海淀

物資回收公司는 1958년 설립된 해정구 소속 폐품수집 회사(국유기업)로서, 이 회사는 폐품 

수집  처리 장소를 평당 200-300 엔에 부분 하남성 고시  출신의 이농민 개인사업자

에게 임 하여 주고 있었다. 2006년 8월18일 인터뷰.

34) 이밖에도 신강 과 하남 에 비해 동향 으로서의 결속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안

휘성 출신 이농민들의 동향 인 안휘 (安徽村) 역시 원래 해정구 지춘로(知春路)의 서오도

구(西五道口) 지역과 역시 해정구의 람기 (藍旗營) 지역 일 에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속히 사리지고 있는데, 람기  지역 일 의 안휘 은 청화 학과 련된 재개발로 거의 

모습을 감추었으며, 서오도구 지역의 안휘  역시 도시개발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이

농민들이 하남 이 치한 해정구 동승향의 팔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격히 사라지고 

있다. 한편, 북경 이외 도시의 성  역시 제도  변경과 재개발을 심으로 하는 도시정

부의 정책에 따라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 를 들어 석가장(石家莊)시는 2002년부터 45개 

성 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원(太原)시는 2010년까지 75개 성 의 제도  변

경  재개발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강성 소흥(紹 )시는 2002년부터 성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북경 이외의 지역 성  재개발에 해서는 謝志巋(2005: 

282-291)  ｢“城中村”:靠什麼擁有未來?｣ 南方週末 2002년 10월31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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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농민들에게 각종 명목의 리비를 부여하는 한편 성  농 집

체들의 불법 인 이농민을 한 임 건물의 건축을 묵인해 으로써 

간 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북경의 도시기층정부(특히 區

정부)는, 제도  변경을 통해 농  집체에 의해 집체 으로 소유되었

던 성  농업용 토지를 국가의 리에 직 으로 귀속시키고 동시

에 성  지역의 재개발을 해 보다 확실한 트 로서 형 개발

업자들과 연합함으로써, 토지거래에 기반한 지 이익을 통해 지역 발

  재정 증 를 이 보다 더욱 더 강화할 수 있었다. 반면 이농민

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렴한 노동력을 통한 도시경제 반에 한 

공헌  그들이 지불하는 임 료를 통한 성  지역 경제에 한 공

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 자리를 빼앗기고 더욱 더 열악한 지역으

로 강제 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가 되었

다. 그러나 북경 동향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른 피해자는 성

 지역의 농업호구 소지자 주민  그들의 농 집체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 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의 농

집체  농업호구 소지자들은 농지의 사용권을 비농업  목 을 가진 

타자에게 유상 임 하거나, 는 직  그들이 집단 으로 소유하고 있

는 농지에 이농민들을 한 임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농업 수익 이외

에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  주민의 호구성격 변

화(농업호구에서 도시호구로의 변경)를 통한 북경 동향 에 한 최근

의 정부정책은 성 의 농 집체  농업호구 소지자들로부터 도시

호구 소지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요한 자산(농 집체를 통해 집단

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을 회수함으로써,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성 의 사례는 호구제도에 한 기존의 논의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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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반 으로 호구제

도는 도시(비농업)호구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과 그 지 못한 농민과

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  제차원에서의 불평등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성 의 경우, 

도시 호구라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의 기존 농

업호구 소지자  농 집체에게 있어서 호구의 농업호구에서 도시호

구로의 제도  환은 토지소유권의 박탈은 물론 개별 인 주택건축 

 확장, 그리고 독립 인 부동산 개발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토지를 통한 재정 수입  이윤 창출의 기회

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아이러니컬하게도 북경의 성  지역

에서는 정부의 도시호구 환정책에 불만을 품은 농업호구 소지자  

농 집체들의 다양한 응이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응은 도시호구 

환에 반 하는 농업호구 소지자들의 집단 인 항의라는 직 인 

항에서부터 간 인, “약자의 무기”(Scott 1985)식 항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개되고 이다.35) 를 들어, 주시의 성 인 양기

(楊箕村)에서 나타난 “楊箕村으로 돌아가려는 열풍”(楊箕村回村風波)은 

이를 잘 변해주고 있다.36)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응은 풍 구 

35) 강 이 치하고 있는 홍문 지역의 마 (馬村)  등 (鄧村) 농업호구 소지자들의 

2004년 5월과 2005년 3월의 집단항의는 도시호구 환에 반 하는 농업호구 소지자들의 

집단 인 항의의 표 인 이며, 약자의 무기식 항에는 도시로 이주한 후에도 부모를 

통해 농 집체의 성원권을 유지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의 농업호구를 따르는 방식 등이 포

함된다(Siu 2007: 339). 

36) 표 인 성 인 양기 의 농 집체들이 토지임 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이에 따

라 농 집체에 속한 농업호구 소지자들이 높은 배당수익을 받게 되자, 일 이 양기 을 떠

났던 민들이 다시 양기 으로 몰려들어 그들의 농업호구에 따라 배당수익을 요구하는 열

풍이 나타났다. 심지어 도시호구로 환된 일부 민들은 양기  농업호구를 돈으로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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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형성된 강  지역 농 집체들의 응이다. 

강 의 강성 온주 출신 이농민들은 다른 지역출신 이농민들과

는 달리 가족 경  심의 ․ 가 의류 생산  매에 종사하고

자 이주한 소규모 사업가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동향 인 강  역

시 북경에서 가장 큰 가․  의류 제작  매지로 발 하 는

데, 이러한 강 의 발 은 강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북

경인 농  집체들에게 엄청난 경제  수입을 안겨다 주었다. 즉 강

 지역의 북경인 농  집체들은 다른 성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농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임 해 으로써 임 수입을 얻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하여 강  이농민들에게 규모로 의류 생산  매 공간

을 임 하여 으로써 다른 성  지역의 북경인 농  집체와는 비

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앞에서 언 했

듯이, 강  지역 농 집체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물 투자하여 이농

민을 한 규모 임 연립주택(大院) 건설  규모 의류 문 백화

 건설에 직  참여함으로써, 농 집체에 속한 북경인 농업호구 소지

자들은 배당 (分紅)으로 매년 엄청난 액수를 받을 수 있었다.37) 

이와 같이 오래 부터 이농민들로부터의 임 수입에 이미 익숙해져 

있던 강  지역 농 집체들은 자신들이 소유  유해오던 토지의 

기도 하 다. 그 결과 농업호구를 도시호구로 환하려는 도시정부에 양기 의 많은 주민들

은 집단 인 반발을 하게 된다. ｢“城中村”:靠什麼擁有未來?｣ 南方週末 2002년 10월31일.

37) 를 들어, 강 에서 가장 활발한 임 수입에 여하고 있는 시 (時村) 제4생산 (

강  지역 북경인 농업호구 소지자들은 개 기에도 여 히 그들의 농 집체를 인민공사 시

기 용어인 생산 로 호칭함)에 속한 농업호구 소지자의 경우, 매년 평균 28만 엔을 배당

으로 받고 있었다. 李飛洋(가명, 男, 1954년생, 中聯華都紅門鞋城 場 董事長)과의 2005년 

2월5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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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재산권 행사를 해 북경시 정부의 강  지역 농업호구 소

지자  농 집체를 상으로 한 제도  변경에 앞서 자신들의 농 집

체를 토지개발을 목 으로 한 합법 인 단 로 기업화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강 의 과원(果園) 의 경우 “北京鑫福海工貿集團”라는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주식회사(股份制公司)를 설립  등록하여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합법 으로 그리고 효과 으로 리하기 시작하 는데, 

이를 통해 농업호구  농 집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강  지역에 한 토지사용권을 계속 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농 집체로부터 토지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장

받은 풍 구 정부 역시 풍 구 지역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이 지역 농

집체들의 토지사용권을 묵인하여 으로써 풍 구 정부와 기업화된 

농 집체간의 토지사용을 매개로 한 연 가 유지  강화되었다.

강  과원 의 사례는 강  근처 지역인 숭문구(崇文區) 사

자구(沙子口) 지역의 농 집체와 비된다. 사자구 지역의 농 집체인 

서라원(西羅園) 는 이 지역에 들어선 아시아 최 의 의류 문 백화

인 百榮世貿商城(건축면  약 70만 평방미터) 건설 당시 도시호구 

환과 보상비를 받는 신, 토지사용권을 포기하 다. 반면, 강 의 

과원 는 그들이 설립한 합법 인 개발회사(北京鑫福海工貿集團)를 

통해 그들이 소유한 토지를 물 투자하여 강  지역을 포함하는 

남부지역에 해 북경시가 계획한 규모의 도시재개발에 직  참여

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지속 으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38) 여기에 

38) 張雪蘭(가명, 女, 52세, 北京鑫福海工貿集團 부서기)과의 2005년 8월23일 인터뷰. 북경 시는 

“北富南貧”(북경의 북부지역은 부유한 반면, 남부지역은 가난함) 상황을 개선하기 해 남

부지역 발 계획(일명, “南城發展計劃”)을 발표하 는데, 이 계획에 따라 강 이 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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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강 의 온주출신 이농민들 역시 의류제작을 통해 축 한 부

를 기반으로 大紅門服裝城(1998년 업 개시 후 2005년 확장 개업), 

天雅백화 (2003년 8월18일 개업), 福成大厦(2006년 5월 개업) 등 북경

시가 계획한 도시재개발에 따라 연이어 건설된 의류 문 백화  건설

에 참여함으로써, 북경의 다른 여타 동향 의 이농민들과는 달리 성장

지향 도시연 의 한 부분이 되어 의류제작  매 심지로서의 

강 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강 의 사례는 농업호구  농 집체에 기반을 둔 토

지사용을 통한 經濟聯社에서 集團公司로의 환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호구제도가 토지  공간 이용권리와 한 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 으로 북경 동향 에 한 연구는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필

연 으로 제기되는 공간, 특히 토지 이용권리에 한 제반 불평등의 

기 로서의 호구제도의 측면을 확인함으로써, 호구제도에 한 새로운 

이해의 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Ⅴ. 결  론

서두에서 언 했다시피, 본 연구는 북경 동향 의 변화에 한 연

구를 심으로, 개 기 국 도시의 발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홍문 지역은 “北京服裝商業核心區”로 지정되어 고  의류 문 백화   고  아 트 

건설을 포함하는 규모의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해서는 ｢豐臺-建設現

代化新城區｣ 北京日報 2003년 9월26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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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국가기구  사회집단간의 연 , 갈등, 그리고 

립을 살펴보고 있다. 개 기 도시로 진입한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

로서의 북경의 동향 들은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근본 인 

변화를 맞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북경 동향 의 변화과정

이 북경의 도시재개발에 따른 공간의 재구성, 보다 구체 으로는 동향

에 한 북경시 정부정책의 획기 인 변화  동향 이 집 되어 

있는 성 에 한 북경시의 재개발 정책과 한 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  반까지의 쇄정책  붕괴정책 주에

서 21세기에 어들면서 본격 으로 이루어진 도시재개발을 심으로 

한 극 인 개입정책으로의 변화가 이 같은 북경 동향 의 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들어 새로이 등장한 “제도  변경－재개발”(轉制-改造)로 요

약되는 정부정책은 이농민 동향 이 집되어 있는 성 의 제도

인 변경  상업용 빌딩과 상업용 고  주거지역 건설을 심으로 한 

재개발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의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차

별 인 내용은 성  주민의 호구성격 변화(농업호구에서 도시호구로

의 변경)를 통한 성  지 농민들의 도시화이다. 이와 같은 성  

농업호구 소지자의 호구변화를 통한 제도  변경은 명 인 결과를 

래하 다. 기존의 쇄정책  붕괴정책에도 불구하고 성 이 동

향 으로 표되는 이농민들의 집단거주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요한 이유는 1) 개별 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에 건립한 주택을 

이농민에게 임 하거나 집단 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건립한 불

법주택을 이농민에게 임 함으로써 임 수입을 확보하 던 성 의 

농업호구 소지자  그들의 농 집체, 2) 성 의 농업호구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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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농 집체에게 임 료를 지불하는 이농민, 3) 그리고 이들에 

한 리비 등 각종 세 을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 던 성  

지역 정부간의 상호 보완  연 에 있었다. 그러나 성  농업호구 

소지자의 호구변화를 통한 제도  변경은 성 의 농업호구 소지자 

 그들의 농 집체를 도시민으로 환하고 그들로부터 성  지역 

토지사용권을 회수함으로써, 이러한 연 의 심을 괴하 다. 신 

기업가  이윤추구를 하면서 지방발 국가의 성격을 차 강조하고 

있는 북경의 도시 기층정부와 형 부동산 개발업자간의 성장지향 도

시연합을 새로이 강화하면서, 성 의 공간은 기존의 이농민 집단거

주지에서 상업용 빌딩과 상업용 고  주거지역으로 재구성  재개발

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최근 북경시의 도시재개발 과정은 결

국 사회주의  성장지향 도시연합의 등장과 함께 “성장”의 문제를 지

배 인 담론으로 발 시키는 한편, 성  지역에 보 자리를 마련하

여 왔던 이농민은 물론 성  지역의 농업호구 소지자 농민들의 소

외와 배제를 수반함으로써 새로이 “분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39)

39) 이와 같이 이농민은 물론 성  지역의 농업호구 소지자 농민들과 같은 직 인 이해당

사자들이 도시재개발 과정의 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  배제됨에 따라 사회  약자를 

포함한 상호 력 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 거버 스 체제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해서

는 박재욱(2006: 276-27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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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tructuring the Urban Space: Urban 

Redevelopment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Migrant Enclave in Beijing

Jeong, Jong 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jh@snu.ac.kr

This research examines the newly created space forming in 

post-reform China’s urban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urrounding 

alliances, tensions and confrontations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various social groups. Centering on research 

regarding the transformation of Beijing’s migrant enclaves and related 

policies adopted by the Beijing government, the present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development process in 

post-reform Chinese cities.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recent 

fundamental changes in Beijing’s migrant enclav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patial restructuring following Beijing’s urban redevelopment, or 

more specifically to Beijing’s redevelopment policy toward 

chengzhongcun where migrant enclaves are highly concentrated.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recent institutional changes and 

redevelopment policies, this paper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owth urban alliance that is strengthening in the Hu Jintao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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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hasizing the various inequalities latent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regarding the land use rights that unavoidably 

arise during the urban redevelopment process, the present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presenting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Hu Jintao era.

Key Words: Migrant Enclaves, Chengzhongcun,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Land Reform, Land Use Rights, Urban 

Redevelopment, Progrowth Urban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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