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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광지화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

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관광지화와 지역주민의 이동과 농촌지역의 도

시화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는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중국의 관광지화

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족의 집단거주지인 

운남성 석림현 석림이족자치현(石林彛族自治县)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석림관광

지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충격과 변화를 고찰

하고, 변화를 바라보는 주민과 관광객의 태도를 분석하여 관광지화가 석림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족자치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적 격

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전통문화 계승에 분절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토지점용의 

차별적 보상정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토에서의 전

치로 인한 도시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관광지화과정에

서 농촌거주 소수민족의 도시 적응은 편입과 동화보다는 공존과 융합과 같은 새로

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와 함께 소수민족의 문화적 지체

를 극복할 언어와 기술 등의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공공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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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지역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의 

주민들은 근대화와 함께 소득향상, 시장경제에 편입 등을 경험하게 된

다. 현대의 관광은 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을 경험하며, 지역의 문화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 참여형 관광이 증가하고 있다.1) 그 때문

에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경제적 성장만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농촌지역의 도시화와 관광지화는 농촌주

민의 자치의식 향상과 정치적 참여의 증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2) 정부

와 기업주도의 도시화와 관광지화 과정에 반대와 저항도 상당하다.3) 

중국 운남성 쿤밍시 석림현이족자치현(石林彛族自治县)은 도시화와 

관광지화의 진전에 따라 총량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

로는 이족 소수민족지역 주민이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통민족문화의 분절화 현상과 정체성

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중국 운남성 석림

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관광지화 과정에서 나타난 석림현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고찰하고, 석림현 주민과 관광객의 태도

를 분석하여 도시화·관광지화가 석림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연구에서는 먼저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와 관광지화로 인한 경제·사

회적 변화를 통계자료와 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설문으로 분석했으며, 주

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석림세계문화유

1) Dann, G., The Sociology of Tourism, Routledge, 1991.

2) Perry, E.J., and Selden, M., eds.,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 3rd ed. Routledge, 2010.

3) Cornet, C., “Tourism development and resistance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2015, 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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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역의 개발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부적

응과 지역과 주민간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를 고찰한다.

II. 중국의 농촌지역의 관광지화와 소수민족지역의 변모

중국의 도시화·관광지화가 소수민족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관광지화로 인한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농민들의 부적

응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는 

소수민족 지역의 민족문화 관광산업의 성장과 이로 인한 주민 소즉증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4) 관광진흥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세수증가

에 기여하며,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인한 직접효과와 지

역산업 발전, 고용증대 등의 간접효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 관광산업 발전과정에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시설 외에도 각

종 편의 시설 및 교통시설의 증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투

자는 고용창출, 연관 산업의 발전, 주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온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환경의 개선으로 친환경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관광편

의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게 된다고 주장

한다.5)

하지만 관광지화로 인한 부적응과 갈등에 대한 논의도 많다.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농민 저항의 주요 요인은 세급부담, 농촌토지의 몰수, 

도시로의 강제이전 등이다. 농촌의 관광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토지를 

몰수당하고 주택이 철거되고 도시로의 이전이 강제되면서 이주민들의 도

시 부적응현상이 커지고 있다.6) 농촌지역의 관광지화로 인해 나타나는 

4) 李兆林, 石林旅游对农村发展影响的初步研究, 云南省大理市下关三中, 2003; 李冰彬, 

论城市化进程中民族文 化的保护, 《中央民族大学》，2011.

5) 谭术魁·肖建英, 农民征地补偿满意度实证研究, 中国房地产, 2011年02期.

6) Fang, Q., Chinese Complaint System: Natural Resistance, Routledg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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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경제적 이익의 분배, 전통유산의 보호, 도시적 생활양식에의 부

적응 등으로 볼 수 있다. 관광지의 입장료수익은 경제적 이익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인데, 농촌지역을 관광지화하거나 농촌의 개인소유 토지와 건

축물을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면서 거두어들인 수익의 분배에서 갈등이 나

타난다. 푸젠성 토루나 귀주성 간란스타일 건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7)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이 입장권 수익의 분배에서 현지 주민들을 소외시키

고, 주민들은 저항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고용창출과 다양한 

부수적 소득창출원에 대한 제한이나 진입장벽을 두는 경우가 있다.8)

농촌지역의 전통가옥과 농촌경관은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특히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중국 풍경구와 같은 공인받은 관광지역의 경우 자

연적 손상의 위험이 있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부문과 관광기

업에서 원상을 유지하고 경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를 가

한다. 주민들은 전통적인 환경과 가옥에서 생활하지만 관광과 판매시설

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등의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경우도 

많아 자연경관의 훼손과 건조환경이 부조화를 이루는 사례가 많다.9)

중국의 관광지화에 따른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에서는 네 가지 요소가 

지적된다.10) 첫 번째 요소는 소수민족 관광지의 긴장유발형 변화이다. 

Wang, X., “Rural reform and social change in the countryside.” In Q. Li, ed., 

Thirty Years of Reform and Social Changes in China, Koninklijke BrillLeiden, 

2010, p.73–116.

7) Wang, L. and Yotsumoto, Y., “Conflict in tourism development in rural China,” 

Tourism Management, 70, 2019, p.188-200.

8) Yang, J., Ryan, C., and Zhang, L., “Social conflict in communities impacted by 

tourism,” Tourism Management, 35, 2013, p.82–93.

9) Cornet, C., “Tourism development and resistance in China,” Annals of Tourism 

Research, 52, 2015, p.29–43; Oakes, T., “The village as theme park: Mimesis 

and authenticity in Chinese tourism,” in T. Oakes, and L. Schein, eds., 

Translocal China: Linkages, Identities and the Reimagining of Space, 

Routledge, 2006, p.166–192.

10) Yang, J., Ryan, C., and Zhang, L., “Social conflict in communities impacted by 

tourism,” Tourism Management, 35, 2013, 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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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진화단계는 관광지 구축, 주민참여, 발전으로 세 단계로 진행되

는데, 갈등의 주원인은 가치와 신념, 자원, 권력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요소는 관광발전과정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관광객, 관광기업, 

지역(주민)간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다. 세 번째 요소는 관광의 영

향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갈등기제로서 지역내외 집단간의 갈등이다. 마

지막 요소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개인간의 갈등이다. 이는 행태적, 인구

학적, 구조적 차이로서 행태적, 지향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모형의 

장점은 다양한 사례를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해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갈

등을 정리했다.11) 먼저 디벨로퍼가 부적절하게 건축한 시설물에 의한 갈

을을 유발하는 건설과정에서의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가 있으

며,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지역에 손상을 일으키고 부적절한 관리와 운영

에 의해 갈등을 생산하는 운영과정에서의 파괴(operating destruc-

tion), 세 번째로는 과도한 관광유입과 관광마케팅으로 인한 문화유산 

자원의 부적절한 상업적 이용과 관광객의 무리한 행태로 인해 갈등이 발

생하는 관광에 의한 파괴(tourism destruction)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증이 발생하는 가치갈등(value 

conflict)이 있다.

소수민족 지역의 도시화는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에 영향도 미친다. 모

어와 한어의 혼합사용, 뚜렷한 차이의 형성 및 모어 능력저하 등 세 가지 

측면이 나타난다.12) 도시화된 관광지역에서는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

하여 소수민족의 비율을 낮추고, 대도시로 소수민족의 이동을 유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과 민족전통문화의 점진적인 해체를 야기한다.13) 나

11) Zhang, C., Fyall, A., and Zheng, Y., “Heritage and tourism conflict within 

world heritage sites in China: A longitudinal study,” Current Issues in 

Tourism, 18(2), 2015, p.110–136.

12) 云南省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心, 2017, 新形势下，政府在 “非遗” 保护中的职能作用探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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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사회변동의 엄청난 물결 속에서 소수민족 지역은 개인화와 가족 구

성원들의 공간적 분리, 또는 가족 해체과정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상품화

가 진행되는 정체성 위기가 나타난다.14) 중국 관광지역의 관광개발 후와 

이전을 비교해 보면, 지역주민의 경제의식 증대, 의식 변화, 이웃간 소원

함, 무상지원에서 유상지원으로 변화, 혼인 안정도를 비롯하여 많은 변

화를 경험하고 있다. 관광객들도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준다. 관광객

들의 소비관념과 현대적인 의식들로부터 충격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고유

한 생활방식에 대한 회의와 불만을 품게 되고 지역문화가 퇴색된다.15) 

관광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급변하거나 훼손되고, 자연환

경과 역사적 유산이 파괴되는 문제를 야기한다.16) 특히 관광의 진흥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수민족 주민들의 문화적 적응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17) 문화유산관광이 지역의 문화를 보전

하고 유지하는 방향보다는 관광의 증진을 위해서 문화유산 자원을 재조

정하는 파괴적 과정으로 보고 관광진흥과 문화보전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다.18)

13) 김덕삼, ｢중국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층적 해석 -雲南省 石林彝族을 중심으

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송재두,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분석: 소수민족거주 집중지역인 소수민족자치현과 한족거주 집중지역인 도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제27권 제4호, 2015, 223-259쪽.

14) 박희, ｢중국 남서부지역 소수민족의 문화변동｣, �아시아연구�제13권 제3호, 2010, 

55-91쪽.

15) 安颖, 论民族文化保护与民族文化旅游可持续发展, 黑龙江民族丛刊（双月刊）, 2006. 

16) Andereck, K., et al.,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ourism and quality of life 

perception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5(5), 2007, p.483–502; 

MacDonald, R. and Jolliffe, L., “Cultural rural tourism: Evidence from 

Cana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0(2), 2003, p.307–322.

17) Coppock, J., “Tourism and conservation,” Tourism Management, 3, 1982, p.270

–276; Grunewald, R.A., “Tourism and cultural reviv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4), 2002, p.1004–1021.

18) Meng, Z., Wei, Y. and Yu, Y., “On the life cycle of cultural heritage 

engineering tourism: A case study of Macau,” Systems Engineering Procedia, 

1, 2011, p.351–357; Wang, Y. and Bramwell, B., “Heritage protec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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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은, 동부지향의 

불균형발전단계, 중서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전략 태

동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 전면실시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대 지역에서 도시화와 경제발전이 모두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여

전히 지역 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도시화, 관광지화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경제적 변화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는 소수민족 전통문화와 정체성의 파괴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

역 간의 소득 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

III. 석림현의 관광지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1. 관광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연구의 대상 지역인 석림이족자치현(石林彝族自治縣)은 윈난성 성도

인 쿤밍(昆明)에 있고, 교통시설이 우수하고, 석림(石林)이라는 대형 관

광지가 있어 외부 사람과 문물의 유입이 많고,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

어서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석림현 지

역은 15개 이족(彝族) 자치지역 중에서 2008년말 기준 재정수입이 5.38

억위안으로 2위에 해당하고, 주민평균수입은 13,804위안으로 1위를 차

지했다.19) 

1990년대 후반부터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

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나 일인당 가처분소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

tourism development priorities in Hangzhou, China: A political economy and 

governance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33, 2012, p.988–998; Yun, 

H.J. and Zhang, X., Cultural conservation and residents’ attitudes about 

ethnic minority tourism,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7(2), 2017, 

p.165–175.

19) 김덕삼, �중국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다층적 해석 -雲南省 石林彝族을 중심으

로�,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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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5년까지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 비율은 16.4% 정도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1996년 

17.8%를 거쳐 2003년까지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율은 28.8%로 상승하

였다. 2007년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신청한 이후 석림현 지

역의 관광객 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석림현 지역은 도시화 

단계 중 급속한 성장시기에 접어들었다.20) 

<그림 1> 석림현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및 관광지 소득의 변화

출처. 石林年鉴. 2007-2016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보면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와 함께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성장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2016년 석림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보다 3

배 더 증가하였고 주민의 가처분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 石林年鉴, 石林彝族自治县志编撰委员会, 2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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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 집단거주 지역으로서 1990년대 이전 석림현의 경제수준은 장

기적으로 경제 저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석림현 지역내총생산(GRDP)은 낮

았으며,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산업마저 결핍한 것은 석림현 지

역 경제발전 지연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석림현 지역의 관

광산업이 본격적인 발전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관광산업 수입의 대폭 상승으

로 석림현 지역의 GRDP 또한 신속히 증가했다. 2003년과 같은 경우 석림현 

관광산업 수입은 GRDP의 30.4%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 7월, 

석림풍경구 관리국 과장)

석림현 지역 관광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은 2007년 이후이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관광객 안내센터 공사

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홍보와 마케팅에 투자하면서 석림현 관광지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관광객은 석림현의 관광

산업과 요식업, 숙박업, 교통, 쇼핑, 위락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의 수익이 급속히 증대하였다. 운남성 석림풍경명승

구는 2007년 6월 27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때부터 진정한 

“석림현 관광도시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관광도시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해 온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율도 꾸준히 성장하였다. 관광지화와 도

시화는 상호 영향을 두며 상승효과를 보였다. 관광도시화로 인해 석림현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사실 2006년 이전까지 우리 이족 사람들은 몹시 어렵게 살고 있었다. 다

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세월을 겪으며 살아왔다. 믿기 힘들겠

지만 20세기에도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생각해 보니 굳이 정부에

게 감사할 것이 있다면 관광개발로 우리 지역을 재개발해 준 것이다.” (2017

년 7월, 운남농업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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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지화와 문화, 의식의 변화

관광지화가 석림현 주민에게 불러일으킨 또 다른 요소는 주거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전통적인 민족

주택 대신 현대적인 주택을 짓게 되었다. 이족의 전통주택은 흙담으로 

지어진 투장방(土掌房)이라는 형태와 돌로 겹겹이 쌓여진 스레이방(石垒

房)이라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주택의 유형은 지역의 생활습관과 풍

습과 관련이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21) 하지만 석림현 

지역은 도시화에 따라 이족의 주거형태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건축 재료에 벽돌이 흙담과 나무를 대체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전통주택 

대신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현대화된 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석림현 지역에서 이족의 전통

주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석림현 지역 도시화 과정이 불러일으킨 생활양식의 변화

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절차

로서 정부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 주택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풍경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도 그 공간에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모는 우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2017년 8월, 석림현 지역 주민)

도시화로 인해 석림현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전에는 석림현 지

역주민들의 주된 생산방식은 농업이었다. 석림현 지역은 자연경제 형태

로 단순한 생산방식을 지속해왔으며, 석림현 주민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는 생활방식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자연에만 의존한 생

산방식은 불확실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2006년 이전 석림현 주민들은 

빈곤한 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석림현 지역이 도시화되면

21) 刘世生, 《石林阿诗玛文化发展史》,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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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생산방식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관광산업의 성

장으로 산업구조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유입인구의 증가로 소비경제과 

시장이 확장되고, 관광객들이 이족 전통 수공예와 기타 이족 전통 제품

에 관심을 가져 수요를 높여주었으며, 석림현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족 사니지파의 복식과 수공예 제품의 산업화 생산도 이루

어지기 시작하고, 요식업이 발전하여 석림현 지역에서 서비스업종이 점

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22) 관광지가 된 석림현 지역은 관광

객들의 소비수요에 따라 관광명승지 가이드, 주차장 경비인원, 기념품 

상가의 점원 등 여러 종류의 직업을 창출하였다23). 농업만으로 삶을 꾸

려오던 주민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대되었다. 도시화 과정을 겪은 석림현 지역 주민들의 생산방식

과 생활양식은 이미 단순 자연경제에서 다양화된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으

로 변화하고 있었다.24)

이족의 종교신앙은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때문에 이족지역에

는 근대 종교건축물은 많이 찾아볼 수 없으며 종교행사는 제사장인 비모

(畢摩)와 수니(蘇尼)가 관장한다.25) 비모는 이족 언어의 발음이 번역된 

단어이다. 비는 독경하다, 모는 학식이 높은 학자라는 뜻으로, ‘이족전통

종교의 제사장’의 의미이다. 주로 예찬, 기도 및 제사 등의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통칭이다. 비모는 이족문화를 습득하여 이족문자 읽기와 

쓰기에 능통하여 이족에게는 사회의 인텔리이자 이족문화의 수호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비모문화는 소중한 유산이자 이족문화의 

정신이다26). 그러나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이족들이 새로운 교육 

22) 张文，石林县城市化进程中民族文化的发展与传承研究, 云南师范大学, 2009.

23) 田亮，云南石林萨尼人传统服饰现状研究，北京服装学院，2011.

24) 石林年鉴, 石林彝族自治县志编撰委员会, 2000-2016.

25) 谭术魁·肖建英, 农民征地补偿满意度实证研究, 中国房地产, 2011年02期.

26) 黄守斌·韦磐石·张军·张翔, 城镇化与民族文化的传承——基于黔西南布依族传统文

化的田野调查与美学思考, 《兴义民族师范学院学报》，3, 2011, 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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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비모문화가 전해져 내려온 공간은 점차 침식

되게 되었다. 비모문화는 세습제로 계승된 문화로서 일부 비모가족의 젊

은 후계자들만 이러한 신성한 문화를 전승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사

람들은 비모문화와의 접촉이 어려워 오로지 큰 명절의 제례의식에서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이족에게는 비모문화가 추상적인 문화개념으

로 변하고 있으며, 석림현 지역 젊은 이족들은 이족 전통문화보다 현대

문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27)

“비모문화가 미증유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한편으로 대부분 비모

가족에서 태어난 젊은 후계자들은 비모문화의 전승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거

부하며, 다른 한편으로 비모문화의 기존 후계자들은 갈수록 연세가 더 많아

진다. 관광지화로 인해 비모문화가 외래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이질

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관광지화가 경제발전에 부정할 

수 없는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경제발전의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비모문화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며, 비모문화 상업화를 선도했

다. 관광지화와 도시화의 틈에 끼여 살아나가는 비모문화는 보다 빠른 속도

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2018년 7월, 운남대학교 도시관광학과 교수) 

소수민족지역의 풍속과 문화, 생태환경에 대한 관광객들의 선망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전통문화

와 거주하는 생태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 지역의 

관광지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주민의 참여이다. 주

민이 공간개발과 관광운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에도 참여하

여 전략, 관리 및 수익분배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훨씬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28) 

석림현 지역의 관광지화가 주민의 참여도와 사고방식에 어떠한 영향

27) 董国菊, 城市化进程中德宏州民族文化传承和发展浅析, 《文化产业》, 2015.

28) 恩佳, 我国城乡居民收入差距的成因及对策探析, 江苏商论, 33, 2008,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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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고, 관광객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석림현 지역의 도시

화·관광지화가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관광지 

개발이 ‘경제발전을 촉진하였’으며(3.75)29) ‘공공시설을 개선시켰다’ 

(4.03),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4.10), ‘민족문화보호를 촉진했고’ 

(3.97), ‘이족공동체의 유지함에 도움을 주어’(3.80), 경제성장만이 아

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관광개발

은 ‘지역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켰’(3.74)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3.03)이나 ‘이족문화를 이해시키’(2.89)는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자연환경 파괴’(2.61)나 ‘일상생활에 불편’(2.48)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결국 주민들이 석림현 지역의 도

시화·관광지화가 이 지역의 경제 및 공공시설의 발전과 개선을 이루어

29) 5점척도 기준

<표 1> 석림현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의식

　문항 점수(5점 척도)

 정부지원 필요성 4.10

 공공시설 개선 4.03

 자원화개발 필요성 3.97

문화보호 촉진 3.97

 공동체유지 촉진 3.80

 경제발전 촉진 3.75

 소득격차 심화 3.74

 이족문화의 우수성 3.17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 3.15

삶의 질 향상 3.03

 이족문화 이해도 2.89

관광산업의 발전 2.75

가계소득 증대 2.73

 자연환경 파괴 2.61

일상생활 불편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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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효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부작용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민대상자들의 이족, 한족, 기타 소수민족 등 3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별 주민의식의 차이를 보면, 관광개발의 효과에 대한 소수민족간의 차이

가 크게 드러난다. 한족 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경제적(3.80), 문화적

(4.32), 공동체적 효과(4.27)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

족 주민은 관광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2.57)와 이족문화 보호(2.90)에 유리함을 준다는 데에는 상당히 부정적

이다. 반면, 타 소수민족 주민들은 직접적인 효과에 벗어나 있어서 정부

지원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며(1.50), 경제(2.50), 문화(3.00), 공동체

(2.50) 등의 효과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광

개발로 인한 혜택이 어느 민족집단으로 파급되는지에 정확히 비례한다. 

<표 2> 민족에 따라 석림현 지역주민의 의식 차이

문항 민족
점수(5점 척도)

이족 한족 타 소수민족

정부지원 필요성 4.00 4.39 1.50

소득격차 심화 3.92 3.46 3.00

공공시설 개선 3.86 4.41 2.50

문화보호 촉진 3.79 4.32 3.00

경제발전 촉진 3.75 3.80 2.50

자원화개발 필요성 3.72 4.51 1.50

공동체 유지 촉진 3.57 4.27 2.50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 3.14 3.20 2.50

삶의 질 향상 2.94 3.24 2.00

이족문화의 우수성 2.90 3.63 3.00

관광산업 발전 2.75 2.80 1.50

가족소득 증대 2.64 2.88 3.00

자연환경 파괴 2.64 2.54 3.00

이족문화 이해도 2.58 3.44 2.50

일상생활 불편 2.49 2.4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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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석림현의 관광개발과 이족 지역사회의 부적응

1. 지역 간 소득 격차의 심화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관광지화는 주민 간 소득격차에 큰 영향을 주

었다. 2006년부터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도시

와 농촌의 소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소득은 

농촌지역의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도시와 농촌의 절

대적 소득격차는 도시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5년 기준도시소득은 농촌소득의 2배로 나타나고 있다(도시: 32,080

위안, 농촌; 11,1343위안). 이러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킨 요인에는 이원적 경제구조, 정부의 교육지원, 도시화, 서비스

업의 성장 등으로 볼 수 있다.30) 오늘날 중국의 농촌 지역은 농업생산력 

저하, 생산방식 낙후, 농업생산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소득향상이 

어려우며, 경제적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31) 

석림현 지역은 주민의 소득과 1인당 가처분소득, 그리고 평균 소비수

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도시민의 연

간소득은 절대액이 매우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농촌주민의 연간소득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6년 도시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

득은 1만위안에서 2015년 3만2천위안으로 증기하였다. 반면 농촌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06년 3천위안에서 2015년 1만1천위안으로 증가

하였다. 2006년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의 차이는 7천위안 정

도인 데 반하여 2015년에는 2만1천위안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관광산업

의 발전으로 도시의 취업 기회와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농업종

사자가 도시로 이동하고, 관광발전과 함께 도시지역의 소득이 훨씬 빠르

30) 남설봉·나승화, ｢중국 도·농간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랜차이즈경영

연구�제6권 제1호, 2015, 21-41쪽.

31) 恩佳, 我国城乡居民收入差距的成因及对策探析, 江苏商论, 33, 2008,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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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결국 관광산

업의 발전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논의는 일면에 불과할 뿐, 

도시주민에 비해서 농촌주민의 소득과 소비는 모두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석림현 도시와 농촌 지역주민 소득 및 소비 변화

연도
PCDI1)

(위안, 성장율%)

PCNI2)

(위안, 성장율%)

APCC3)

(위안, 도시)

APCC

(위안, 농촌)

2006 10,283(NA) 3,339(NA) 7,900 3,225

2007 11,159(8.50) 3,708(7.00) 9,537 2,920

2008 13,804(16.90) 4,216(7.20) 9,573 3,894

2009 15,600(16.00) 4,790(13.60) 11,231 4,353

2010 17,883(14.60) 5,704(19.10) 14,044 5,065

2011 21,215(18.60) 7,011(22.90) 15,960 5,732

2012 24,109(15.80) 8,465(20.70) 18,774 8,559

2013 27,002(12.00) 10,031(18.50) 16,062 9,989

2014 29,512(8.30) 10,284(18.10) 18,166 9,829

2015 32,080(8.70) 11,343(10.30) 16,539 10,557

1) 도시지역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2) 농촌지역 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

3) 일인당 평균소비

출처. 石林年鉴. 2007-2016

“솔직히 말해 나는 아직까지 이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다. 원래 오로지 먹

어 살기위해 농사를 지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이 지역은 관광지화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투자자가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현대화된 기업이나 공장

에 취직하기 어렵고 외부인과의 접촉하기도 두려워서 차라리 농사짓는 것이 

낫다. 한족은 현대화와 매우 어울려 보이는데, 우리는 그들과 사상이 다르

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폐쇄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2017년 8월, 석림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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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2016 석림현 지역주민 일인당가처분소득 격차

출처. 石林年鉴. 2007-2016

석림현 지역은 전통적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족의 비즈니스관념

은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1990년대까지 물물교환의 농업사회의 습속을 

유지해 왔으며, 비즈니스경영에 대한 사고도 결핍되어있다. 심지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류마케팅마저 초보 단계인 상황이다.32) 이

러한 이족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화의 과정에서도 취업과 생산방식이 개

선되지 않았다. 석림현 지역에서 이족 인구수가 가장 많은 루부진지역은 

석림현에서 이족 인구 비중과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루부진의 최

근 5년간 연도별 이족 인구의 비율과 일인당 순소득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면, 이족 인구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추세가 명확하다

(99% 신뢰구간에서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유의함, 그림 2 참조). 물론 도

시화되고 있는 지역의 이족특성, 이족의 전통문화를 상실하는데 있어 가

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주류 한족사회에 적응을 잘하면서 한족화 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이족과 비교하면 소득이 높다는 점이 확실하다.

32) 缪祥彦, 旅游与市场化背景下云南石林彝族刺绣的变迁研究,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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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루부진 마을별 이족인구 비율과 소득

출처. 石林年鉴. 2007-2016

2. 이족 전통문화의 계승과 분절화

관광산업의 발전은 낙후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히 중요하

다. 그러나 관광지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일련의 문화통합, 문화동화 그리고 문화 변천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33) 이처럼 도시화, 관광지화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전통민족문화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석림풍경명승구(石林风景名胜区)가 세계

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천하제일기관(天下第一奇观)”이지만, 이 카르

스트지형만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찾기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민족문화관광 상품

이다. 이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유산을 주요 관광 콘텐츠로 설정한 

것으로 주로 소수민족민속문화관광을 가리킨다.34) 민족문화관광은 외래 

관광객들과 원주민들 간 일종의 문화 삼투현상이다. 서로에게 상호작용

33) 安颖, 论民族文化保护与民族文化旅游可持续发展, 黑龙江民族丛刊（双月刊）, 2006. 

34) 范晓峰, 论区域少数民族文化旅游与文化传承的双向互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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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가치관, 사회관, 도덕관, 종교관 및 정치관 등

은 무형적으로 전파하고 스며들면서 무의식중에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특히 관광객들의 소비관념과 현대적인 의식들로부터 충격을 받는 주민들

은 자신의 고유한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을 느끼거나 문화적 특색이 퇴색

된다.35)

민족문화관광이 민족문화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

문에 대해 석림현 주민은 5점 척도에서 3.97, 관광객은 4.40으로 평가하

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민은 석림현 지역의 관광지화로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소수민족전통문화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온전한 한 민족문화의 계승은 

언어, 문자, 문화 등 세 가지 측면을 포함되어야 한다.36) 이족은 독자적

인 언어와 문자인 이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찬문, 위서, 라라문 등으

로 불렸으며 한 문자에 한 음만 있는 표음문자이다. 주로 이어 남부, 동

부, 동남부와 북부 방어 구역에서 전래되었다. 이문은 당대에 만들어져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집대성되었다.37) 석림현은 이족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석림현 총인구수의 33%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석림현

에 이족문자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이족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

한 이족어의 “한어화(汉语化)”현상은 석림현의 도시화로 인해 소수민족

에게 드리워진 문화적 획일화를 보여준다.38)

이족문화에서 대표성이 가장 큰 것은 민간문학이다. 대표적으로 장편 

서사시 <아스마(阿詩瑪)>와 <타오다오야오윈더디방(逃到遙遠的地方)> 

등이 있다. 민간문학은 사니족(이족)의 전통문화와 사회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족의 의복전통과 습속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39) 

35) 安颖, 论民族文化保护与民族文化旅游可持续发展, 黑龙江民族丛刊（双月刊）, 2006. 

36) 刘世生, 《石林阿诗玛文化发展史》, 2010.

37) 黄守斌·韦磐石·张军·张翔, 城镇化与民族文化的传承——基于黔西南布依族传统文

化的田野调查与美学思考, 《兴义民族师范学院学报》，3, 2011, p.33-37.

38) 云南省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心, 2017, 新形势下，政府在 “非遗” 保护中的职能作用探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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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민간문학이자 국가 무형문화제인 이족전통문화는 식림현의 도시

화와 관광지화 과정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10년까지 운남성 무형문

화제 보호센터(云南省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心)의 소장자료 중 국가급 

무형문화제인 <아스마(阿詩瑪)>의 계승자는 한 명밖에 없으며 그는 

1941년생으로 고령에 이르렀다. 문화의 세계화 과정속에서 민족성과 장

소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언어와 문화인데, 석림현지역의 

이족도 시련과 위협과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0) 결국 석림현 주민

들은 외래문화의 전래로 시작된 현대화와 민족문화 전통화의 조화 즉,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에 적응을 못하고 소속감과 자부심도 잃게 

되었다.41) 

3. 농토에서의 전치와 보상, 부적응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산업화 및 도

시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다. 1978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17.9%에서 

2010년 49.95%로 거의 2.5배 증가했다. 수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전하

였고 이는 도시경제의 발전을 빠르게 촉진했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토지를 점용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정책은 주민의 생존과 발

전, 적응을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석림현 지역의 토지

점용과 보상표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존재하

는 갖가지 토지이용 문제의 핵심은 도시화의 발전과 경지의 보호, 양자 

간 갈등의 외재적인 표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42) 

39) 田亮，云南石林萨尼人传统服饰现状研究，北京服装学院，2011.

40) 刘世生, 《石林阿诗玛文化发展史》, 2010.

41) 缪祥彦, 旅游与市场化背景下云南石林彝族刺绣的变迁研究, 2010.

42) 王迪·王根宇·张永华, 城镇化进程中民族文化的保护和发展, 《当代经济》, 2014年

第1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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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림현 토지점용에 대한 보상의 책정은 지역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었다. 

1급지의 보상금은 5급지보다 거의 3배의 차이가 난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운남성국토자원청에서 정해진 보상제도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지역 등급은 도시화·관광지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석림관광명승구를 중심으로 도시화·관광지화 발전 정도가 높은 지

역은 1급으로 지정하며, 거리에 따라 2급에서 5급지까지 지정되었다. 1급지

에서 5급지까지 따라 20-30배 정도로 보상금을 제공해 주고 있어 기존에 이

미 심한 소득격차가 보상금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다시 말하면 연간소득

이 높은 지역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며, 연간소득이 낮은 지역은 보상금을 더 

적게 받는다.” (2018년 7월, 석림현 인민정부 직원)

지역주민의 보상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정감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은 보상정책에 

대한 농민의 기대가치와 현실 보상정책 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만

일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점용을 당한 농촌주민들의 보상정책에 대한 만

족감을 향상시켜 주지 못한다면 토지점용을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

이 심화되면 저항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43) 토지를 잃게 된 농민의 

생존문제는 부적응 현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도

시지역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농민들의 부적응의 문제는 심각하다. 농

민이라는 원래의 직업과 주택을 잃고 도시지역으로 전치된 주민들이 도

시에서 취업하는 것은 직업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기후 및 식습관, 생활리듬의 급격한 이동에서 나타나

는 변화는 불확실성과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며, 타지에 취업한 소수민족

의 심리 및 문화적 적응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44) 급속히 도시화된 지역

에서는 근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적 지체와 같은 비제도적 

진입장벽 등이 나타난다.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에서 이주한 주민의 도시

43) 谭术魁·肖建英, 农民征地补偿满意度实证研究, 中国房地产, 2011年02期.

44) 恩佳, 我国城乡居民收入差距的成因及对策探析, 江苏商论, 33, 2008,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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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은 편입과 동화보다는 공존과 융합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하다. 소수민족의 문화적 지체를 극복할 언어와 기술 등의 적응 및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공공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V. 결  론

중국 윈난성 석림현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관광지화의 진전

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석림현 지역의 경제

사회통계와 문헌자료, 주민과 전문가의 심층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석림관광지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족의 경제, 사회, 문화적 충

격과 변화를 고찰하고 도시화와 관광지화가 석림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지난 10여년간 석림현 지역의 인구, 지역내총생산

(GRDP),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관광지화와 도시화는 상호 보완

적인 영향을 주며 상승효과를 보였다. 석림현 지역주민은 관광객들의 소

비수요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이 증대되

고 주민들의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은 다양화되었다. 

하지만 석림현 지역의 도시화·관광지화는 주민 간 소득격차에 큰 영

향을 주었다. 도시의 취업 기회와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의 농업

종사자가 도시로 이동하고, 관광발전과 함께 도시지역의 소득이 훨씬 빠

르게 증가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소수민족인 

이족 인구비율이 낮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추세가 명확해 도농간, 민

족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장소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언어와 문화인데, 석림현의 이족은 외

래문화의 전래로 인해 현대화와 민족문화 전통화의 조화 즉,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합에 적응을 못하고 소속감과 자부심도 잃게 되었다. 나아

가 토지점용 보상정책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현상과 원래의 직업과 주

택을 잃고 도시관광지역으로 전치된 주민들이 도시생활에서 겪는 부적응

의 문제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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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과정에서 농촌주민의 도시 적응은 편입과 동화보다는 공존과 

융합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와 

함께 소수민족의 문화적 지체를 극복할 언어와 기술 등의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공공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다. 향후 중국 농

촌지역의 소수민족사회가 겪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부적응

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연구가 축적되어, 소수민족지역사회와 관광

지화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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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Socio-cultural Maladjustments of Yi Ethnic 

Community in Shilin-Xian, China

Wang, Tingting ·Nahm, Keebo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Yi ethnic community in Shilin-xian, China. 

Most of the Chinese literature mainly focused on the positive impacts of 

urbanization, such as regional economic and income growth. However, this 

study tries to pertain a more balanced perspective by emphasizing both local 

economic impacts and socio-cultural maladjustments of local people, by 

employing in-depth interview with local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s as well as 160 questionnaire surveys. During the last decade the 

population, GRDP, income of Shilin-xian have been increased gradually, 

however,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urbanized and rural areas, the loss 

and segmentation of traditional culture, unfair land compensation policy 

have caused socio-spatial disparity and socio-cultural maladjustments. The 

differential income growth and displacements of rural residents in the newly 

urbanized areas, most of all, the unemployed Yi ethnic local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move to urban areas from their native land, would be a 

big concerns in this prosperous tourism area, Shilin-xian. This study suggests 

new policy directions from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to co-existence 

and empathy along with fair and even regional develop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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