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Ⅰ. 서론

Ⅱ.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 도시안의 도시(城中城)로서의 왕징

Ⅲ. 왕징 코리아타운의 분화: 한상(韓商), 한간(韓幹), 한생(韓生), 

한태(韓太), 한무(韓無), 한공(韓工)

Ⅳ. 결론

왕징모델(望京模式)

: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분화

정 종 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Ⅰ. 서론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 간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그리고 개별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여행자, 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들과 같은 

인구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영역인 민족지형(ethnoscapes)에서 한

중 양국 간에는 대규모의 교류가 있어 왔다.1)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2년 수

1)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단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초국가적인 상호작용의 사회문

화적 역동성에 주목하였던 아파두라이(Appadurai)에 따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초국가적인 문화적 흐름들(global cultural flows)은 크게 다섯 가지 차원, 즉 민

족지형(ethnoscapes), 기술지형(technoscapes), 금융지형(financescapes), 미디어지형

(mediascapes), 이념지형(ideoscapes)에서의 흐름(flow)들로 구분된다. 이들 다섯 가지 지형

들은 각각 사람(people), 기술(machinery), 자본(money), 이미지와 정보(images and 

information),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이념들(ideological ideas)의 초국가적인 상호교류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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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당시 13만 명에서 2012년 690.6만 명을 기록하여 수교 21년 만에 53배로 증가하

였다. 특히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1992년 수교 당시 43,234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406만9,9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은 해외를 방문한 전체 한국인의 29.6%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방문한 한국인

을 모두 합한 수(379만 939명)보다도 약 28만 명 가까이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

하였다.2) 그 결과 2012년 현재 중국국적의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거주 한국인은 중

국에서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최다인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3) 본 논문은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중국의 주요 도시에 형성한 한국인 집

중 거주 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코리아타운(韓國城)인 베이징 왕징(望京)의 코리아

타운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우선 이론적으로 볼 때, 초국가이주 커뮤니티(transnational migrant 

community)로서의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및 문화적 유대(cultural ties)를 완전히 단절한 채 정착국의 사회, 문화, 정

치 및 경제 체계에 적응 및 융화하는 것으로 이민 현상을 이해하였던 전통적인 논의

와는 달리, 세계화 시대의 이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단절되고, 단선적인 이

동 과정으로서보다는 기존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모국과 정착국 모두의 경제적 

할동,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연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초국가적 사회적 공간 - 

“transnational social fields” 또는 “transnational social space” - 의 형성과정으로 

국제 이민을 이해하는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사례를 제공한다.4) 

호작용의 차원을 의미한다. Arjun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33-36쪽. 

이상과 같은 아파두라이의 논의에 기반하여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Jong-Ho Jeong, “Ethnoscapes, Mediascapes, and 

Ideoscapes: Socio-Cultura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9(2): 2012, 77-95쪽.

2)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2013.8월 작성)」,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19545&isNotic

e=false&instanceId=294&rnum=5

3)  Jeong, “앞의 논문,” 80쪽. 

4) Linda Basch,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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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한-중 수교 이후 민족지형에서의 인구이동은 상이한 정치경제적 체제 및 사회문

화적 배경으로 인해, 종종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편견 및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에 형성된 한국인의 집중적인 거주지역인 코리아타운은 반한(反韓) 감정

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코리아타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중국학

자들의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왕징 지역에서의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5)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글로벌 시대 재중 한국인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모형 –예를 들어, “왕징

모델(望京模式)”-을 구성하기 위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형

성된 가장 대표적인 초국가이주 커뮤니티로서의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한

-중 양국 간의 미래를 위해서도 실제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형성된 지 겨우 10년이 조금 더 지났으나, 왕징 코리아타운은 

한국 및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

New York, Gordon and Breach, 1994; Thomas Faist,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2): 2000, 189-222; Nina Glick Schiller, Linda Basch, and Cristina 

Szanton Blanc,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1995, 48-63; Nina Glick Schiller and Georges E. 

Fouron, "Terrains of blood and nation: Haitian transnational social field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1999, 340-366;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1997, 799-825.

5) 예를 들면, 马晓燕, 「移民社区的多元文化冲突与和谐-北京市望京“韩国城”研究」, 『中国农
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5(4): 2008, 118-126; 張麗娜, 朴盛鎭, 鄭信哲, 「多民族, 多國

籍的城市社區硏究, 『大連民族學院學報』, 11(2), 2009, 113-117; 郑信哲․张丽娜, 「略论北

京望京地区韩国人与当地汉族居民的关系」, 『当代韩国』, 2008年 秋季号, 55-61.

6) 예를 들면, 강진석, 「베이징 ‘왕징[望京]’ 코리안타운 지역의 韓-中 ‘異文化’ 갈등요소와 해

소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1(1): 2007, 3～32; 김윤태 안종석, 「중국의 신선족(新

鮮族)과 한인타운」, 『중소연구』, 33(4): 2009, 39-64; 예동근,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하의 종족 공동체의 형성: 북경 왕징(望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예동근, 「종족성의 자원화와 도시 에스닉 커뮤니티

의 재구성: 북경 왕징(望京)코리아타운 조선족결사체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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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인의 중국으

로의 초국가 이주 및 그로 인한 코리아타운의 형성에 주된 연구관심을 집중함에 따

라, 개혁․개방기 중국 도시발전에 관한 시각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왕징 코리아

타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도시발전에 관한 연구들은 

중국 도시의 변혁과정에서 등장한 다양한 비공식적 공간(informal space)들의 형성, 

발전, 그리고 소멸이 개혁․개방기 중국 도시에서 형성된 소위 “성장지향 도시연

합”(pro-growth urban coalition) 및 이러한 연합에 의해 주도된 도시의 재구성

(urban restructuring)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7) 따라서 중국 도시에

서 형성된 비공식적 공간 중 하나인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

의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개혁․개방기 중국의 도시에 형성된 가장 대규모 

외국인 밀집 거주지인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 및 발전은, 중국의 도시에 형성된 다

른 비공식적 공간들, 예를 들어 도시로 진입한 농촌 출신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

(enclaves or settlement)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

러나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비교연구는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가지는 또 다른 한계는, 왕징에 거주하는 

25: 2010, 531～547; 예동근,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북

경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 『한국민족연구논집』, 43: 2010, 

159-184; 马晓燕, 「앞의 논문」; 張麗娜, 朴盛鎭, 鄭信哲, 「앞의 논문」; 郑信哲․张丽娜, 

「앞의 논문」; Jungmin Seo, “Interpreting Wangjing: Ordinary Foreigners in a 

Globalizing Town,” Korea Observer, 38(3), 2007: 469-500.

7) Laurence J. C. Ma and Fulong Wu, eds., Restructuring the Chinese City: Changing 
Society, Economy and Spa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Fulong Wu and 

Chris Webster, eds., Marginalization in Urban China: Comparative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개혁․개방기 중국 도시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지향 도시연합에 대해서는 Alan Smart and Li Zhang, “From the Mountains and 

the Fields: The Urban Tradition in the Anthropology of China”, China Information, 20(3): 

2006, 481-518; Li Zhang, “Contesting Spatial Modernity in Late-Socialist China”, 
Current Anthropology, 47(3): June 2006, 461-484; Tingwei Zhang, “Urban Development 

and a Socialist Pro-Growth Coalition in Shanghai”, Urban Affairs Review, 37(4): March 

2002, 475-499; Jieming Zhu, “Local Developmental State and Order in China’s Urban 

Development during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2): June 2004, 4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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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민자 사회를 비교적 단일한 집단으로 분석함에 따라 한국인 이민자 내의 

사회적 분화와 같은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연구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재중 한국인의 역사도 이미 20년을 넘어서면서 재중 한국인 사회내의 

사회적 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 곳이 왕징의 코리아타운이다. 왕징의 코리아타운은 중국에 형성된 다른 여타 한

국인 집중 거주지역과도 구분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중소기업과 개인자영

업자 중심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 산동성 청도의 한국인 집중 거주 지역이나, 역사

적으로 조선족이 먼저 이주하여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에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이 진출하면서 한국인 거주지역이 형성된 심양의 

서탑(西塔)과는 달리, 왕징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 이민사회는 대기업 주재원 및 

공공기관 주재관, 대형 자영업자, 중소형 자영업자, 영세한 자영업자, 유학생, 주부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유동인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 사이에 이미 사회 계층적 구분이 심화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왕징 코리아타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 개혁․개방기 중국 도시발전 연구의 맥락 속에서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개혁․개방기 베이징에 형성된 농

촌 출신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와의 비교 및 베이징의 도시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통

시적 차원에서도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즉 10년이 넘는 정착기간 동안 

왕징 코리아타운 내에 형성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재중한인에 대한 기존연구에 

사회적 분화라는 역동적인 차원을 제공하고자 한다.9) 

Ⅱ.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 도시안의 도시(城中城)로서의 왕징
8) 중국의 주요 도시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에 대해서는 백권호 외, 『재중한인사회연구: ‘코리아

타운’을 중심으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9) 본 논문은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해 수행한 필자의 현지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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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징은 베이징시 조양구(朝陽區)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왕징가도(街道) 및 

그 주변 관할 지역을 의미하며, 총 면적은 10.36km2에 달한다. 북쪽으로는 북경시의 

외곽순환도로인 5환로, 남쪽으로는 4환로와 인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북경 수도

국제공항(首都國際機場)으로 연결된 고속도로, 서쪽으로는 경승(京承)고속도로로 

이어져 있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왕징지역의 행정조직인 왕징가도판사처

(望京街道办事处)는 2000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2010년 현재 등록된 왕징호구 인

구는 약 23만 명이다.10)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과는 달리, 코리아타운이 위치한 왕징 지역은 1980년대까지

만 해도 대부분이 황량한 농지거나 단층(平房) 중심의 초라한 농민 거주지였다. 특히 

왕징 지역은, 개혁·개방기 급속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토지의 관리 및 주민의 구성

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이중성이 공존하는 소위 성향결합부(城鄕結合部) 지역에 속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베이징의 경우 대부분의 이농민들이 이러한 성향결합부 지

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비공식적인 집단거주지를 형성하여 왔음을 보

여주고 있다. 즉 호구제도(戶口制度)의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거주지 확보

에 심각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이농민들이, 도시정부의 엄격한 관리에서 벗어나 있

는 동시에 저렴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성향결합부 지역에 비공식적인 그들만

의 거주지인 “동향촌(同鄕村)”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베이징의 성향결합부 지역은 

소위 “도시안의 마을,” 즉 “성중촌(城中村)”으로 되었다.11) 그러나 이와 같이 베이징 

대부분의 성향결합부 지역이 이농민 집단거주지가 집중된 성중촌으로 변화된 것과는 

달리, 왕징 지역은 같은 성향결합부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표적인 코리

아타운(韓國城), 더 나아가 국제타운(國際城)을 포함하는 “도시안의 도시(城中城)”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왕징의 독특한 발전 과정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10) 望京街道办事处, 望京印象: 十年望京路, 一座國際城, 2010, 11쪽.

11) 柯蘭君․李漢林 主編. 『都市裡的村民』, 北京, 中國編譯出版社, 2001; Jong-Ho Jeong, “From Illegal 

Migrant Settlements To Central Business And Residential Districts: Restructuring Of 

Urban Space In Beijing’s Migrant Enclaves," Habitat International, 35(3): July 2011, 

508-513; Laurence J. C. Ma and Biao Xiang. "Native Place, Migration and the Emergence of 

Peasant Enclaves in Beijing," China Quarterly, 155: 1998, 546-581; Li Zhang, Simon X.B. Zhao and 

J.P. Tian. “Self-help in Housing and Chengzhongcun in China's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4): 2003, 9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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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답은 베이징의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왕징 지역을 제외한 베이징 대부분의 성향결합부 지역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본

격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낙후된 농촌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농민들은 이러한 

성향결합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집단거주지인 동향촌을 형성

하였다. 그러나 왕징 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신흥 중산층의 거주 지역으로 개발되

기 시작하였다. 당시 베이징 시정부는 왕징 지역에 총면적 860만 ha, 총 건축면적 

1,000만㎢, 총 거주인구 33만 명을 수용하는 “아시아 제일의 거주 지역”(亞洲第一

居住社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베이징 시의 종합적인 도시계획(北京

市城市總體规划)에 따라 왕징지역은 1993년 북경도시건설개발그룹총회사(北京城

市建设开发集团总公司)에 의해 개발 및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왕징뉴타

운(望京新城) 아파트의 일차분이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12) 

당시 왕징뉴타운 아파트는 베이징시 호구 소유자들에게 분양되었는데, 주로 정

부관료, 신흥기업가 및 연예인들이 구입하였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베이징의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왕징뉴타운 아파트 소유자들은 추가

수입을 목적으로 그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주려 하였다.13) 그러나 왕

징 지역에 새로이 건설된 아파트의 월세는 베이징의 일반 시민 기준으로도 매우 높

은 가격이었다. 따라서 도시로 진입한 가난한 이농민들은 당연히 왕징 지역 아파트

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왕징 지역은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합부처럼 이

농민들의 비공식적인 집단거주지가 집중된 성중촌이 될 수 없었다.14) 따라서 왕징

뉴타운 아파트 소유자들은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여만 하였는

데, 마침 근처(花家地)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 일부가 왕징 지역에 최초로 건

12) 閆淑敏，「北京的副都心望京新城」, 『中國建設信息』, 第24期: 1998， 33쪽.

13) 中國社會科學院, 「社区建设中国际, 民族因素的影响及对策-多国籍、多民族的北京市望京社

区研究」 미발표 보고서, 2008年 8月.

14) 당시 왕징뉴타운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평방미터당 20-40위안에 달하였다. 당시 베이징의 

대표적인 이농민 동향촌이었던 절강촌(浙江村)이 위치한 베이징시 풍대구(豐臺區) 남원향

(南苑鄕) 대홍문(大紅門) 지역의 단층 농민집 월세(1평방미터당 5-10위안)와 비교하여 보

면, 왕징 지역이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합부와는 달리 이농민들의 비공식적인 집단거주지로 

대표되는 성중촌이 될 수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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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뉴타운 아파트인 왕징서원4구(望京西園四區)에 세를 얻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왕징 거주가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 한국인들의 왕징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왕징

지역은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하였다.15) 

당시 한국인들이 왕징 지역 거주를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현대화된 주거시설이다. 신흥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개발된 왕징뉴타운 아파

트는 당시로서는 매우 현대화된 주거시설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당 및 일산 

신도시에서와 같은 고층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였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 중산층을 대상으로 건설한 고급 주거단지인 왕징 지역 아파트의 월

세는 이농민은 물론 베이징의 일반 시민도 감당하기 힘든 비싼 가격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거주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 있었던 

재중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거주허가지역 아파트의 월세와 비교하여 볼 

때 왕징 지역 아파트의 월세는 대단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예를 들어 침실 두 개를 

갖춘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 거주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야윈촌(亚运村) 아파트 

월세의 15-25%에 불과하였다.16) 

특히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 거주허가지역 아파트의 비

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많은 한국인들에게 왕징 지역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

겨졌다.17) 동시에 한국인들로부터의 임대수입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입원임을 

감지하게 된 중국인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아파트 임대

에 나서면서, 한국인들의 왕징 진입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

15) 중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왕징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4-5만 명으로 추

산되고 있다. 汪若菡, 「韩国人•望京•中国梦」, 『全球商业』, 2013年 5月号, 

http://www.shangyejia.cn/index/fengmian/zlrq/2013-05-22/937.shtml. 그러나 현지조사 당

시 인터뷰에 따르면, 왕징 지역 한인 규모에 대한 현지인들의 일반적인 추산은 5-7만 명이

다. 한편 왕징 가도에 정식으로 등록된 한국인 수는 2013년 6월 현재 15,000명에 불과하

여, 실제 왕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 당시 베이징시 정부의 엄격한 외국인 거주 관리 정책은 외국인들이 일반 시민의 주택을 임

차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하였으며, 대부분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인 거주가 

허가된 호텔(涉外饭店) 또는 지역에서만 생활하도록 하였다. 马晓燕, 「앞의 논문」, 119쪽.

17) 1997년 당시 외국인 거주 지역 중 하나인 옌사 지역 아파트 월세는 130평방미터 기준 

25,000-30,000위안인데 반하여, 왕징에 최초로 건립된 왕징서원4구 아파트의 동일 평수 

월세는 2,600-5,200위안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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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 지역들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베이징주민 농민과 이들

로부터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베이징진입 이농민간의 결합에 의해 

성중촌이 된 것과는 달리, 같은 성향결합부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왕징 지역은 

신흥 중산층을 위해 새로이 건설된 아파트를 소유한 베이징시민 주민과 외국인 거

주지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이들로부터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베이징진입 한국인간의 결합에 의해 코리아타운을 포함하는 성중성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성중성으로 시작한 왕징 지역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더욱 더 국제화된 사구(社區)로 변화되면서 독특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장지향 도시연합이 왕징 지역의 부동산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주도하

기 시작하였던 2003년을 전후하여 왕징 지역이 2차 발전을 맞이하면서, 왕징의 코

리아타운 역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왕징 지역 개발은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개발 초기 왕징 지역은 신흥 중산층을 위

한 주택거주지 개발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치중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비해 이에 상

응하는 종합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의 왕징 지역 개발에 의

해 현재는 종합인프라(配套)가 구비된 발전을 이루고 있다.18) 예를 들어 기존에는 

왕징 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극히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대형 쇼핑센터 

및 유통업체 -예를 들면, 华堂商场, 華聯商厦, 博雅国际中心, 方恒国际中心, 

Wal-Mart, Carrefour, 东方银座百货, 新世界商业 등- 들이 왕징에 진입함으로써, 종

합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신도시로서의 왕징은, “거주 중심의 

시기(居住時代)에서 출발하여, 비즈니스 중심의 시기(商業時代)를 거쳐, 직장, 학습, 

생활, 오락, 여가, 교류, 거주, 서비스, 구매, 발전 등의 총체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는 종합인프라 중심의 시기(商务時代)로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19)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왕징 지역 개발이 왕징 지역에 가져온 또 다른 중요

한 변화는 왕징 지역 주거시설의 고급화이다.20) 왕징 지역 개발 초기에 신흥 중산층

18) Jong-Ho Jeong, “Transplanted Wenzhou Model and Transnational Ethnic Econom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3(86): 2014, 17쪽.

19) 闾冰艳,  「“新城”路上的望京商务」, 『安家』, 2006年 第09期,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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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건설된 주택시설은 당시로서는 현대화된 거주시설이었으나, 베이징 지역에 

고급 주택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이 되었다. 특히, 지

멘스, 네슬레, LG, 삼성, Ericsson, 모토로라, 벤츠, BMW, Microsoft 등 다국적 기업

들의 본부 혹은 지사들이 왕징 지역에 입주하면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고급 인

력들이 지속적으로 왕징에 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왕징 지역에 고급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었

다.  

이상과 같은 왕징 지역의 2차 발전은 왕징 지역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발 초기 왕징에 진입한 한국인들이 주로 외국인 거

주허가지역 아파트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 파견 직

원, 그리고 유학생 등이었다면, 종합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전반

적인 주거시설의 고급화로 요약되는 왕징 지역의 2차 발전 이후에는 대기업 주재원 

및 대규모 자영업자등을 포함하는 한국인들의 왕징 진입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왕징 지역에 고수입 계층의 거주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왕징 지역 한국인들의 계

층 분화를 가속화화는 결과를 가져왔다. 

Ⅲ. 왕징 코리아타운의 분화: 한상(韓商), 한간(韓幹), 한생(韓生), 
한태(韓太), 한무(韓無), 한공(韓工)

왕징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

회적 분화는, 왕징 코리아타운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기 중국 주요도시에서 형성

된 다른 비공식적 공간(informal space)에서의 사회적 분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21) 특히 기존 연구들은 개혁·개방기 중국에 

형성된 또 다른 초국가이주 커뮤니티인 대만인의 집단 거주지에서도, 이주의 형태, 

20) Jeong, “앞의 논문,” 17-18쪽.

21) 정종호, 「이농민에서 기업가로: 북경 ‘절강촌’(浙江村) ‘유동인구’(流動人口)의 사회계층분

화」, 『한국문화인류학』 36(2): 2003, 37-72쪽. 柯蘭君․李漢林 主編., 『앞의 책』; 唐燦․馮小

雙. 「‘河南村’流動農民的分化」, 『社會學硏究』, 第4期: 2000, 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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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역사,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22) 개

혁·개방기 중국 주요도시에서 형성된 비공식적인 공간에서의 사회분화에 관한 이상

의 기존연구에 기반하여, 왕징 코리아타운 내에서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사

회적 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  

1. 한상(韓商)

중국에 형성된 대만인 커뮤니티 연구에서 대상(臺商)이 대적상인(臺籍商人)을 의

미하듯이, 본고에서 한상(韓商)은 중국에 진출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적상

인(韓籍商人)을 의미한다. 왕징 지역의 한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구할 수 없

으나 한국인과 조선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간행물 및 잡지의 광고를 중심으로 그 

규모를 파악하여 보면, 2012년 현재 왕징 지역에는 최소 1,500여개의 자영업이 한

상에 의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상은 규모에 따라 소한상(小韓商)과 대한상(大韓商)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소한상과 대한상을 구분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대신 왕징

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소한상과 대한상을 구분하는 다양한 민족지적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우선 사업영역이 종족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왕징 지

역에서 가장 큰 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비지니스가 한인사회에만 머무르

는가 아니면 중국인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가 소한상과 대한상을 구

분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24) 이 기준에 따르면, 소한상의 경우 주 고

22) 耿曙, 「”資訊人”抑或”台灣人”?: 大上海地區高科技台商的國家認同」, 佛光人文社會學院政

治研究所主辦之「第二屆政治與資訊研討會」會議論文, 2002; 耿曙•林宗盛, 「全球化背景下

的兩岸關係與台商角色」, 『中國大陸研究』, 第48卷 第1期, 2005, 1-28; 鄧建邦, 「台灣勞

工在中國─重新理解中國台幹現象」, 2006年台灣社會學年會論文, 2006; 王宏仁•蔡承宏, 

「族群天花板: 越南台商工廠內部族群分工與職位升遷」, 『台灣東南亞學刊』, 第4卷 第2期, 

2007, 53-74; 王茹, 「台灣“兩岸族”的現狀, 心態與社會融入情況」, 『台灣研究季刊』, 

97(3), 2007, 19-27.

23)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분화 구분에 관한 용어는 중국에 형

성된 대만인 커뮤니티 내의 사회적 분화연구를 기초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사회과

학원 王春光 교수와의 2012년 2월11일 인터뷰)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24) 2010년 7월21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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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이 재중 한국인 사회 또는 동일한 민족배경을 지닌 조선족 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대한상은 한국인 사회 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중국인 주류사회까지 포함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은 왕징 진입의 시기이다. 왕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를 발행하고 있으며 1998년 초에 왕징에 입주한 S씨에 따르면, 왕징 개발 초기 

특히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거주허가 지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왕징에 진입한 한상들은 대부분이 소한상인 반면, 대한상은 2003

년을 전후하여 왕징에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한층 더 고급화된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진입하였다.25)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정도이다. 이는 중국의 한국인 

이민자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구분으로서, 

왕징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지금은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D씨는 “중국에서 5

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한상, 그렇지 않다면 소한상”

이라고 강조한다.26)

이상과 같은 민족지적 기준을 바탕으로 왕징 한국인 사회의 소한상과 대한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징의 소한상은 앞서 언급한대로 왕징 개발 초기부터 왕징

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이들은 IMF의 여파로 인해 외국인 거주가 허용된 지

역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대안적인 거주 지역을 찾던 중 왕징 지역에 진입

함으로써, 오늘날의 왕징 코리아타운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최초로 왕징에 거주하

기 시작한 한국인 중 한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G씨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요식업체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1995년 독립하여 자신의 식당을 경영하

던 중  1997년 IMF로 인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옌사 지역 아파트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민하던 G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중국인 손님 소개로 1998

년 왕징서원4구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왕징 아파트의 편리함과 저렴한 월세에 만족

한 G씨는 당시 베이징에서 가죽의류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인 Z씨에

게 왕징 입주를 권유하였는데, IMF로 인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야윈촌 아파트의 비

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Z씨 역시 1999년 왕징서원4구의 아파트(124평방미터, 

월세 4,500위안)에 입주하였다.27) 이렇듯 소한상이 다른 소한상에게 왕징을 소개하

25) 2010년 7월21일 인터뷰

26) 2010년 8월3일 인터뷰

27) 2006년 8월19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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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늘날 왕징 코리아타운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아직도 많은 소한상들은 왕징 

개발 초기에 건설된 아파트(望京西园三区, 望京西园四区)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현재는 왕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왕징 코리아타운의 소한상은 대부분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종족경제

(ethnic economy)의 범위를 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보다는 중소형 식당, 여

행사, 이발/미용, 부동산 소개소, 학원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왕징의 소한상은, 역시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종족경제

에 종사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인 조선족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 경

쟁관계에 있으며, 많은 경우 소한상이 개척한 사업영역을 후발주자인 조선족 자영

업자가 인수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소

개소가 왕징 지역 전체에  한때는 20개에 달했으나, 2010년 현재 한국인이 실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소개소는 왕징 전체에 단지 두 곳(조선족 이름으로 차명 영업하는 

업소까지 포함하면 12개)에 불과한 반면, 조선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소개소는 30여

개에 달하고 있다.28) 이렇듯 종종 조선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왕징의 소한상

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아 잦은 업종변경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Z씨가 대표

적인 경우이다. Z씨는 한국에서 보일러 무역을 하다가 조선족 친구의 초청으로 

1991년 7월에 중국에 진출한 후, 곡물무역, 넥타이 제작을 거쳐, IMF 당시 가죽의류 

제작 및 판매를 하다가 조선족 친구에게 사업권을 넘겨주고는 1999년 왕징에 입주

하였다. 왕징에 입주한 이후에는 PC방 사업을 하였으나, 이 역시 조선족을 포함한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사업을 정리하였다. 그러다가 왕징에 코리아타

운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

작하여, 2006년 인터뷰 당시에는 베이징 현지학교와 연계된 국제학부 및 한국인 유

학생을 위한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29) 

왕징의 대한상은 2003년을 전후하여 왕징 지역이 2차 발전을 이루면서 종합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반적인 주거시설의 고급화가 이루어지

는 시기에, 왕징에 집중적으로 입주하였다. 앞서 언급한 B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8) 왕징의 한국인 부동산 소개소 N사장과의 2010년 7월22일 인터뷰

29) 2006년 8월19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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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급화된 주거시설과 편리한 생활시설을 목적으로 2004년 왕징으로 이주하

였으며, 지금은 왕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식당을 직접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30) 따

라서 대한상들은 대부분 왕징의 2차 발전 이후 건설된 고급 아파트 –예를 들어, 融科

橄欖城(Olive), 國風北京, 上京新航線, 嘉美风尚, 果岭CLASS, 北京香頌, 華鼎世家3

期, 大西洋新城 F2, 東湖灣- 등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소한상과는 달리 대한상은 중

국 주류사회를 주요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앞서 B씨의 경우 고객의 60%이

상이 이미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중국 전역에 500여개의 영업

소, 20여개의 하청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K씨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시 고객의 대

부분이 중국인이었다. 따라서 왕징의 대한상에게 있어서 사업상 경쟁상대는, 종족 

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주류 사회의 사업가들이다. 

왕징의 대한상은 왕징 지역은 물론 베이징 나아가 중국 전역의 한인사회 네트워

크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재중 한인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 기구인 “재중국한국인회(在中國韓國人會)”의 회장은 역대로 베이징

에 기반을 둔 한인이 선출되어 왔는데 많은 경우 왕징의 대한상이 담당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왕징의 대한상은 재중국 한국인 사회의 대표자로서 다양한 공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이렇듯 재중 한국인 사회에 있어서 왕징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재중국한국인회의 사무실이 왕징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2008년 12

월 산동성 청도에 기반을 둔 J씨가 회장에 선출되면서 기존 재중국한국인회에 큰 변

화가 야기되었다. 즉 기존의 베이징 중심의 재중국한국인회가 전 중국 중심의 한국

인회로 성격변화를 시도하면서, 재중국한국인회에서 차지하는 왕징 한국인 사회의 

중요성에 변화가 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재중국한국인회의 활동이 기존 베이징 교

민 위주의 행사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변화하였으며, 급기야는 왕징 지역에 위치하

고 있었던 재중국한국인회의 사무실이 주중 한국 대사관 근처(霄云路)로 이전하였

다.31) 그 결과 재중국한국인회에 있어서의 왕징 한인사회의 위상이 다소 저하되었

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왕징의 대한상을 중심으로 2009년 1월 “재북경한국인회”

가 새로이 왕징에 독립, 발족하였다. 

30) 2010년 7월21일 인터뷰

31) 그러나 J씨가 회장 임기를 마친 후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이 2013년 3월 다시 왕징(里外里

公寓)으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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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간(韓幹)

대간(臺幹)이 대적간부(臺籍幹部)를 의미하듯이, 한간(韓幹)은 중국에 진출한 한

국기업의 주재원인 한적간부(韓籍幹部)를 의미한다. 한중 수교 초기 한간은 주로 중

국에 진출한 한국계 대기업의 주재원을 의미하였다. 이들 대기업의 주재원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야윈촌 및 옌사와 같은 외국인 거주허가 지역에 위치

한 고급 빌라 또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이후 외국인 거주 

제한 정책이 서서히 완화되고, 2003년을 전후하여 왕징 지역이 단순 주택기능이 아

닌 종합인프라 기능이 완비된 2차 발전을 이루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많은 대기

업 주재원들이 왕징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 북경한국국제학교가 왕

징으로 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이구에 위치한 고급 사립 외국인 국제학교의 통

학 버스가 왕징 지역까지 운행됨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대기업 주재원

들의 왕징 입주가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8년 북경사범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국내 대기업에 취직, 2001년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옌사 지역에 거주하다가 왕징 지

역의 편리한 시설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2006년 왕징으로 이주한 C씨,32) 1997년 

상하이에 위치한 복단대학(復旦大學) 졸업 후 D기업에 중국전문가로 채용되어 

2000년부터 주재원으로 야윈촌 지역에 거주하다가 역시 편리한 시설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2003년 왕징으로 이주한 H씨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33) 대기업 주재

원들의 경우, 대부분 주택 임대료와 자녀 교육비가 연봉에 추가하여 제공되기 때문

에, 대기업 한간들은 왕징의 2차 발전 이후 건설된 고급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며, 

자녀들을 미국계 또는 영국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C

씨의 경우 매달 2,500달러의 주택보조금, 자녀 당 일년에 만불의 교육보조금을 회사

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으며, K씨는 과장 직급에 따른 주택보조(매달 1,800달러)와 

매년 만불의 교육보조를 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대한상과 마찬가지로 왕징의 한간은 재중 한인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징의 대한상이 재중국한국인회를 이

32) 2010년 7월22일 인터뷰

33) 2010년 7월21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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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왔다면, 왕징의 한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中國韓國商會)”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인터뷰 당시 중국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던 SK그룹 주재원 W씨는 왕징 대서양신성

(大西洋新城)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간의 중국경제정보 교

류 및 중국내 한국기업활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국 정부 및 한국 정부와 긴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주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재중국한국인회는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 주재원 한간들이 퇴직 후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남아 대한상으로 변신하여 재중국한국인회의 회장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까지 총 6명의 재중국한국인회 역대 회장 중 초대, 3대, 4대 회

장이 대기업 주재원 한간 출신 한상으로서 현재 모두 왕징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진출 분야도 다양해짐에 따

라, 한간 내부에서도 분화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자동차의 

중국 시장 진출은 관련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였고 이들 업체들에 의해 파견

된 중소기업 주재원 한간들 역시 왕징 지역에 입주함에 따라, 왕징의 한간 집단은 다

양해지고 있다. 중소 업체에서 근무하는 한간들은 급여와 복리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주재수당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주

재원 한간과는 달리 중급의 아파트(예를 들어, 望京西园三区, 望京西园四区)에도 거

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계 기업에 현지채용 되거나, 또

는 한국계 기업이나 기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대신 중국계 기업에 취업

하게 된 중국 유학생 출신 한국인들이 왕징에 입주를 하면서, 왕징 한간 사회에도 새

로운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재원과는 달리 별도의 주재 수당을 받지 못

하므로, 일반적으로 왕징의 한간 중 가장 하층을 구성하고 있다.

3. 한생(韓生), 한태(韓太), 한무(韓無), 한공(韓工)

한생(韓生)은 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인 한적학생(韓籍學

生)을 의미한다. 수교 이후 중국으로의 유학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2년 현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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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한국 유학생은 63,488명으로 한국은 중국 내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4) 한생은 베이징 최초의 본격적인 코리아타운인 우다코우(五道口) 

코리아타운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징의 코리아타운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왕징 근처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연

구생원, 중앙미술학원, 북경청년정치학원, 북경중의학원, 경제간부관리학원 등 많

은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이들 교육기관에서 유학하고 있던 한국학생들이 

왕징 개발과 함께 왕징뉴타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소한상과 함께 왕징 코리아타운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한생은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한편으로는 한국계 기업의 주재원으로 다시 중

국에 파견되어 한간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적 창업을 통해 한상으로 변화

함으로써,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분화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집단이 되

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C씨와 H씨는 한생에서 한간으로 분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Y씨는 한생에서 한상으로 분화된 경우이다. Y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는 1992년 베이징 어원학원(北京语言学院, 지금의 北京语言大学)에 한어

연수생으로 입학하였다. 어원학원에 다니던 중 당시 베이징에 진출한 대형 한국식

당에서 지배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요식업에 관심을 가져 2002년 설렁탕 전

문점을 시작하여 2012년 현재 두 곳의 체인점을 경영하고 있다.35) 

한태(韓太)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韓商), 주재원으로 있거나(韓幹), 그

리고 때로는 유학 중인(韓生) 남편을 따라 이주해온 배우자(韓籍太太)를 의미한

다.36) 왕징의 종합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제반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왕징 진

입 한국인의 이주 패턴이 점차 장기화 및 가족 동반의 추세로 발전하면서, 가족을 따

라 이주해온 한태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왕징의 한태들은 중요한 생활 정

보나 특히 자녀의 교육 정보 등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면서 자신들만의 방식

으로 현지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한태의 등장은 왕징 한인 사회의 다양화를 야기하

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소비 주체로서 왕징의 소비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

34) 中華人民共和國 敎育部, 「2012年全国来华留学生简明统计报告」,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5987/201303/148379.html

35) 2010년 7월21일 인터뷰

36) 한마(韓媽, 韓籍媽媽)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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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와 같은 한국계 대형 마트의 왕징 진입은 물론, 요가, 골프 

학원, 피부 관리샵 등과 같은 소비 공간의 왕징 출현을 결과하였다. 

한편, 한무(韓無: 無固定職業者 및 無固定收入者)는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분화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집단이다.37) 이들은 개인사업체 또는 

직장이 없이 왕징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인데, 따라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제적으로 왕징 한국인 사회에서 가장 하위 계층에 속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임대료가 지극히 저렴한 남호동원 및 남호중원 등에 거주하며, 심지어 왕징서원3구

나 왕징서원4구의 아파트 지하를 불법으로 개조한 지하실 방에서 중국의 개미족(蟻

族)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거주하기도 한다. 

오늘날 왕징의 한무 집단을 구성하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한상 중 일부가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한무 집단이 된 경우이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사업을 청산하게 된 소한상이 오늘날 왕징의 한무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왕징 지역

에서 민박집을 운영하였던 F씨가 이 경우에 속한다. F씨는 한국의 한 대학교 교직원

으로 근무하다가 IMF 당시 중국에서 완구사업을 하던 선배와 동업하기로 하고 중국

에 진출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2003년 완구사업을 정리하고 왕징에 진입한 후에

는 남은 자본으로 민박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탈북자, 그리고 선교 등

의 문제로 인해 민박업이 공안국의 주요 관리대상이 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박업 역시 청산하였다. 동시에 비자도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F씨

는 인터뷰 당시 왕징 남호동원의 90평방미터 아파트를 월세 2,500위안에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었다.38) 왕징의 한무 집단을 구성하는 또 다른 그룹은 구조조정으로 인

해 실직한 한국계 중소기업 한간 중 일부가 왕징에 잔류하며 한무 집단이 된 경우이

다. 2001년 중견 광고업체의 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되었으나 실직당한 L씨가 대표

37) 중국에 형성된 대만인 커뮤니티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집단에 대하여 대류(臺流: 臺籍盲

流)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왕징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한류(韓流)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으나, 한류라는 단어가 이미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신 한

무(韓無)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왕징의 일부 한국인들은 왕징 코리아타운에서 최하층을 

점하고 있는 이들을 신(조)선족[(新(朝)鮮族)]이라고도 지칭하는데, 이는 기존 조선족에 대

한 재중 한국인들의 우월적 편견 의식이 바탕에 있는 용어이다. 한편, 김윤태.안종석의 연구

는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을 총괄하여 신선족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윤태 안종석,「앞의 논문」.

38) 2010년 7월24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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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우이다. L씨는 실직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왕징의 한국인 식당, PC방, 여행

사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당시 왕징에서 거주환경이 가

장 열악한 왕징서원4구의 지하실 단칸방(월세 500위안)에 거주하고 있었다.39)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미 사업 실패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한국

인들이, 제2의 기회를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왕징의 

한무 집단이 된 경우이다. M씨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M씨는 국내 대표적인 식품회

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개인 창업을 하였으나 IMF로 인해 사업을 청산하고는 

마지막 기회를 위하여 2001년 왕징에 진입하였다. 당시 왕징에는 한국인 약 1천 세

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친분이 있던 한국인 유학생으로부터 140평방미터 규모의 

왕징서원4구 아파트를 소개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월세 2,700위안에 거주

하는 동시에, 왕징서원3구의 168평방미터 아파트를 월세 5,000위안에 추가로 임대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단말기 납품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이은 사업실패와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는 

남호동원의 100평방미터 아파트를 친구와 함께 월세 3,500위안에 거주하고 있었

다.40) 

최근에는 왕징 한무 집단 중 일부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또는 심지어 중국 현

지기업에서 중국의 육체노동자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으며 관리직이 아닌 노동직으

로 일하는 한공(韓工: 韓籍打工者)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수입과 직

업도 없이 왕징의 한무 집단이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왕징에 잔류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대부분의 한무 집단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국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올 

것만 같은 중국에서 기회를 엿보며 잔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왕징에서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앞서 언급한 Y씨는, 그나마 한국에서

는 영위할 수 없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이곳에서는 사회적 체면

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비되는 상대적인 우월

감 등이 왕징의 한무 집단이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왕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한 이

유라고 지적하고 있다.41)

39) 2010년 7월24일 인터뷰

40) 2010년 7월22일 인터뷰

41) 2010년 7월21일 인터뷰



452 중국학연구  제65집

Ⅳ. 결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형성된 가장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 베이징 왕징 코리아

타운에 대한 본 연구는, 개혁․개방기 베이징에 형성된 다른 비공식적 공간들과의 비

교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 및 발전과정의 특징을 조명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왕징 코리아타운 내에 형성된 사회적 분화를 분석함으로써 재중한

인에 대한 기존연구에 사회적 분화라는 역동적인 차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개혁․개방기 베이징에 진입한 농촌 출신 이농민들의 

집단 거주지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왕징 지역이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합부와는 다

른 상이한 발전과정을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농민의 집단

거주지가 위치한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합부 지역이 베이징호구 소지자 농민 및 

이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농민간의 상호 보완적인 연대에 기반한 성중

촌으로 변화한 반면, 왕징 지역은 성향결합부 초기부터 베이징시 정부의 주도 아

래 대형 개발상(開發商)이 참여한 도시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따라

서 임대료를 목적으로 한 베이징 주민 부재지주와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거

주시설을 확보하려 한 한국인들간의 연대로 인해 성중성으로 변화되었다. 

이어 종합적인 생활시설에 대한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전반적인 주거시설의 고급화

로 요약되는 최근 발전에 힘입어, 21세기에 들어서도 왕징 지역은 더욱 더 국제화된 

사구로 변화되면서 독특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의 다른 성향결합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왕징 지역의 독특한 발전은 중국

의 도시발전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개방기 급격한 도

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 확산(urban sprawl) 및 개발은 이농민들의 비공식적인 

집단 거주지가 집중된 성중촌을 중국의 주요도시에 형성하였고, 이러한 성중촌은 

도시 발전과정에 있어서 종종 대립 및 갈등의 공간으로 되었다.42) 동시에 중국의 부

상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 역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새로

운 대립과 갈등의 비공식적 공간을 형성하여 왔다.43) 반면 왕징 지역은 비교적 초기

42) Ma and Wu, Restructuring the Chinese City; Wu and Webster, Marginalization in Urban 
China.

43) 耿曙, 「앞의 논문」; 耿曙•林宗盛, 「앞의 논문」; 鄧建邦, 「앞의논문」; 马晓燕,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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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베이징시 정부에 의해 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건립되었으며, 당시 중국인

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인 역량을 구비한 한국인들에 의해 

성중성으로 변화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오늘날 국제화된 사구로 변화

되면서 독특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왕징 지역의 형성 및 발전 경험을 재구

성하는 것은 중국의 도시발전연구는 물론 중국의 외국인 정책 개선 및 재중 한국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왕징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의 당지정부(왕징 가도)는 외

국인 관리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왕징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즉 외지인구의 왕징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통제 위

주의 정책에서,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복무관리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

다. 외국인 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모색되고 있는 왕징 가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

에 따라, 기존 공안부문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현재는 사구(社

區)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통제 위주의 관리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리

(以服務為中心的管理)로 바뀌고 있다.44)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2010년 

11월 외국인 서비스 센터(外國人服務管理站)를 설립하여 기존 공안부문 산하 파출

소에서 담당하던 외국인 등록업무를 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징 진입 외국인에

게 주택, 의료,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당지의 한

족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구 및 경로의 구비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상호교류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기구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왕징 거주 한국인 대표, 왕징 사구 한족 주민 대표, 왕징 가도 판사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국제적인 

사구로서 주목받고 있는 왕징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중국의 다민족 및 다국적 사구

건설의 일반적인 모델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왕징 코리아타운 내에 형성된 사회적 분화에 대한 분석은, 지난 10년이 넘는 

논문」; 郑信哲․张丽娜, 「앞의 논문」; 張麗娜, 朴盛鎭, 鄭信哲, 「앞의 논문」.

44) 왕징가도판사처 부주임(望京街道辦事處 副主任)에 따르면, 현재 왕징의 실험은 베이징 시정

부에 의해 외국인 관리의 새로운 모델(望京外籍人管理新模式)로 논의되고 있다. 2012년 2

월6일 인터뷰. 또한 2011년 3월17일자 법제만보(法制晚报) 기사(李曉雨, 「開放式服務 社

區化管理 望京街道深入探索外國人員全新服務模式-外國人服務管理站 安家望京」)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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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과정을 통하여 왕징의 한국인 이민자 사회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소득, 다양한 

신분, 다양한 이주 목적에 따라, 한상, 한간, 한생, 한태, 한무, 한공 등 다양한 이주 집

단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왕징 코리아타운 한국인 이

민자 사회내의 사회적 분화가 왕징 지역의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왕징 지역에 코리아타운의 기초를 마련한 초기 개척자들

이 주로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된 지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소한상 

및 유학생인 반면, 종합적인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고 고급 아파트가 추가로 건설되

면서 이루어진 왕징 2차 발전 이후에는 대기업 주재원 한간 및 중국에서 사업에 성

공한 대한상이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특별한 사업

이나 일자리 없이 왕징을 떠도는 새로운 사회집단인 한무 집단이 등장하면서 왕징

의 한인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함하는 분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분화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우선 왕징 코리아타운 내의 다양한 집단 사이에 빈번한 사회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생은 중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기업에의 취업을 통해 한간으로, 기업가적 창업을 통해 한상으로 변화하고 있으

며, 한간 역시 소한상과 대한상으로 분화 및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

는 중국으로의 국제이주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상향 이동을 꿈꾸던 이주자

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무 및 한공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지위의 하향 이

동이 왕징 한국인 커뮤니티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왕징 한인 사회내 다양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

타내는 지시체에 대하여 상당히 공유된 지식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별 짓

기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45) 왕징 한인 사회내에서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시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주지 아파트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예를 들어, 대한상 및 대기업/공공기관 주재원 한간은 생활환경이 탁월하

고 고급스러운 华鼎世家, 大西洋新城 F2단지, Class, 融科橄榄城(Olive)에, 중소 규

모의 회사 주재원 한간 및 소한상은 보성원(宝星园) 및 왕징서원3구 등에, 영세한 자

45)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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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유학생 들은 왕징서원4구에,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생활이 불안정한 한국인

들은 남호동원, 남호중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46) 자녀들의 교육 역시 사회적 집단 

간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는 영역인데, 대한상 및 대기업/공공기관 주재원 한간의 

자녀는 주로 영어권 국제학교, 중소 규모의 회사 주재원 한간 및 소한상의 자녀는 왕

징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 또는 중국학교의 국제부,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수업하는 

중국 로컬학교 순으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지

위 지시체가 주로 거주지 아파트나 자녀들의 학교처럼 명시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민자집단으로서의 왕징 한국인 사회가 정착지인 중국사회에

서는 모국인 한국사회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문화적 넥서스(cultural nexus of 

power)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47)

46) 이들 아파트의 주택임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 7월 조사 당시 3실용 아파트 기준 

월세는, 화정세가 12,000-18,000위안, 대서양 신성 F2 단지 13,000-18,000위안, Class 

15,000-19,000위안, 보성원 8,000-9,000위안, 왕징서원3구 6,000-8,000위안, 왕징서원4구 

5,000위안, 남호동원 및 남호중원 3,000-4,000위안이다. 

47) 권력의 문화적 넥서스(cultural nexus of power) 개념에 대해서는 Prasenjit Duara, Culture, 
Power, and the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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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ing Model: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angjing 
Koreatown in Beijing

Jeong, Jong-Ho

Examin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angjing Koreatown in Beijing, 

this paper aims to expand the scale of research on transnational migration of 

Koreans in China in two dimensions. First, by locating the study of Wangjing 

Koreatown in the context of China’s post-Mao urban restructuring, this paper 

analyzes the formation of Wangjing with the discussions on the pro-growth 

urban coalition which has been central to China’s urban restructuring during 

the economic reform period. At the same time, Wangjing Koreatown is 

analyzed diachronically by reviewing the social stratification within Korean 

immigrant society in Wangjing over the ten years of settlement consolidation.

This characteristic of Wangjing area’s development presents an important 

model in looking at post-Mao urban restructuring. The Wangjing area was 

developed and then transformed into a “city within a city” by relatively 

wealthy Koreans, and is now continuing a unique path of development as an 

internationalized distinct today. Thus, the reconstruction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angjing area can give vital information for research in 

China’s urban development and clues to better guide China’s future policy 

towards its foreign population and Korean society in China. 

Key Words :  Wangjing, transnational migration, Koreatown, urban restructuring, social st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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