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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최 강 화

I.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쇼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국면에서의 폐해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
은 감염병 공포의 확산은 국내외적으로 외국인 혐오인 제노포비아
(Xenophobia)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데, 특히, 미국에서는 외국인 혐오의 
일환으로 아시아계 시민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
는 실정이다(Hennebry and KC, 2020). 또한,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그리고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노포비아(Sinophobia) 
현상 등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시적으로는 국
가 간 또는 인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한 국가 내에
서 기존의 선주민들과 외국 이주민들 간의 갈등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수
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수경, 2020; 중앙일보, 2020).
  한편, 범지구적 글로벌화로 인해 이주민의 확대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즉, 외국인의 국내 이주나 다문
화 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선진국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현시대의 
추세이다. 이러한 이주의 확대는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 국경 장벽의 완
화, 국가 간 임금 및 소득 격차, 3D 업종 기피 현상, 출산율 저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이주는 노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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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이주, 학습을 위한 유학 그리고 난민 등 글로벌 이주 현상은 매
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1).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다문화 사회로
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그
리고 종교적 갈등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방인 또는 외국인 혐오라는 제노
포비아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020). 
  이러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 현상은 국내외 연구 동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용신, 2012; 2014).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 교육 학술정
보원(KERIS)에서 운영중인 RISS의 학술관계분석서비스(SAM) 
LOD(Linked Open Data)2) 서비스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연구
된 키워드는 COVID-19, 코로나19, 인공지능, 우울증(Depression), 그리
고 우울 순이며, 많이 활용된 키워드는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대학생 그리고 COVID-19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2018년~2019년: T1)과 이후(2020년~2021년: T2) 기
간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학
술문헌들을 조사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연구들이 어떠한 연구 동향을 가지
고 있는가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3)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1) 서울 연구원(2015)의 최영미의 「서울, 제노포비아를 묻다」라는 연구에 의하
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 성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인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가지기 보다는 특정 국
가 및 특정 민족에 대한 강한 반발이나 거부감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의 강
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강화시킨다. 넷째, 외국인 집
중 거주지에서 이와 같은 제노포비아적 성향이 심화적으로 나타난다.

2) 학술관계 분석서비스(SAM: Scholar relation Analysis Map)는 한국 교육 
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중인 RISS(riss.kr) 사이트 사용자의 이용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논문관계도, 연구자관계도, 연구동향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
스이다. SAM은 RISS에서 서비스 중인 2015년 이후의 국내 박사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3)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사회 네트
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응용한 내용 분석 기법 중의 하나
로,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가진 텍스트를 형태소로 추출하여, 
출현된 언어들 간의 동시출현 및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의미 네트워크 매트
릭스를 구성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
용분석 방법이다.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http://www.homomigrans.com                                 이주사학회 67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연구들의 키워드나 연구 주제들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어로 작성된 국내 학위논문들과 학술지 논문들
의 영문초록을 토대로, 코로나 발생 이전(T1)과 이후(T2) 시점을 분리하
여 각 시기별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키워드들의 변동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키워드들의 
묶음인 클러스트(cluster)를 확인하는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
막으로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연구 동향이 코로나 발생 전
후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차원 할당 방식(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이하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연구 주제들의 동향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다.   

∙연구주제(1): 코로나 발생을 전후하여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와 
관련한 키워드의 시기적 변동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주제(2): 코로나 발생을 전후하여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연구들은 서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는가? 

II.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1. 데이터 수집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국내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kr)에서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그리고 ‘Xenophobia’라
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국내 학술지 총 139편과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총 70편을 추출하여, 관련 학술논문들의 연구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기 위
해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키워드별로 구체적인 자료 수집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혐오’
와 관련된 관련 논문은 국내 학술지 71편과 학위 논문 29편이고, ‘제노포
비아’ 관련 연구들은 학위논문 20편이었다. 또한, 영문으로 ‘Xenophobia’
와 관련 있는 연구들은 국내 학술지 68편과 학위논문 21편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전후 과정에서 ‘외국인 혐오’와 ‘제노포비아’ 



Homo Migrans Vol.26(May 2022)

68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국내 학술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T1)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T2)의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로 구분하였다(김태종, 2020).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전문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영문초록을 
언어 네트워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이수상, 2014). 따라서 키워
드 분석을 통해 추출된 209편의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중에서 독일어
나 불어로 작성된 독문 및 불문 초록 7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영
문초록이 작성되지 않은 일부 논문들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국인 혐오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키워드의 중복으로 인해 여
러 편으로 검색된 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에서 분석에 활용된 총 논문 수는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2편의 논문이 텍스트마이닝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
전(T1)에는 학술지 47편과 학위논문 14편을 포함한 총 61편의 논문이 
활용되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T2)에는 국내 학술지 43편과 학위논문 18
편을 포함한 총 61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
존의 학위 논문 및 학술지의 목록은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되어 있
다. 

구분 키워드

검색된 논문 수 분석에 활용된 논문 수
코로나 발생 

이전
(T1:2018년~2

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T2:2020년~2
021년)

코로나 발생 
이전

(T1:2018년~20
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T2:2020년~20
21년)

학술
지

외국인 혐오 48편 23편 31편 17편
Xenophobia 28편 40편 16편 26편

학위 
논문

외국인 혐오 11편 18편 7편 12편
제노포비아 13편 7편 4편 3편
Xenophobia 11편 10편 3편 3편
합계 111편 98편 61편 61편

[표 1] 네트워크 분석 대상 기존 문헌들의 특성

2.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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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122편의 논문들의 영문초록(Abstract)에서 영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대상 후보들을 생성하고, 단어들 간의 결합 제약 조건을 
조사하여 후처리를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와 쿼리를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과정을 통해 용어의 동치관
계(equivalence class)를 정의하였고, 텍스트를 토큰(token) 단위로 자동
으로 나누어지는 토큰화(tokenization) 단계, 어간 추출(stemming) 및 표
제어 추출(lemmatization)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주로 고유 명사, 명사, 
형용사 등을 추출하였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카운터위즈프리(countwordsfree.com)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851개의 영어 불용어(stopwords) 리스트를 사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하
였으며(Acott, 2017), 추가적으로 영문초록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구와 관
련한 표현들인 ‘논문(paper/article)’, ‘연구(research)’, 그리고 ‘분석
(analysis)’ 등과 같은 단어들은 키워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이치 히구치(Koichi Higuchi)가 개발한 KH-Coder 3 
(https://khcoder.net)이라는 영어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영어 형태소
를 구분하였다. KH-Coder는 질적 데이터 분석이나 텍스트마이닝을 분석
하기 위한 도구로 행태소(단어) 추출을 위해 “FreeLing”,  “Stanford POS 
Tagger” 그리고 “SNOWBALL”이라는 단어 추출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로 프리링(FreeLing) 4.1 라이브
러리를 토대로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의 [표 2]에서 제시된 형태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총 7951개의 토큰이 추
출된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T2)에는 총 8,603개의 토큰을 추출하였다. 
또한 워드 클라우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T1)에는 
‘한국(korean)’, ‘외국(foreign)’ 그리고 ‘임무(mission)’이라는 단어의 빈
도가 높게 도출되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T2)에는 ‘한국(korean)’, 
‘사회(social)’와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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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및 워드 클라우드

3. 키워드 중심성 분석

  연결망은 노드(node)와 링크(link)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언어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한다. 이러한 연결망은 노드들 간의 연결 정도와 링
크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가 결정되며, 개별 노드들이 
링크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및 다른 그룹들 간의 매개 정도에 따라 복잡
한 구조의 네트워크 형태를 형성한다(Wasserman and Faust, 2014). 여
기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지표는 중심성(centrality)으로, 중심성은 연결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한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
치한다는 것은 다양한 연결 고리를 통해 정보를 접촉하고, 다양한 자원 

코로나 발생 이전 
(2018년~2019년: T1)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2021년: T2)

토큰 
개수

7951 8,603

단어 및 
문서 
빈도

(TF-DF 
Plot)

워드 
클라우드
(Word-c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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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용이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연결 노드들에 대한 영
향력이 크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심성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및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의 
네 가지 중심성을 측정하였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첫째,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주변의 노드들과 연결 
가능한 최대 연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들로부터 인기나 관심, 필요 및 요구 등을 주고받는 정
보의 교류가 높으며, 이러한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곽기영, 2014). 본 연구에서 연결정도 중심성을 측정한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임무(mission)’, ‘외국
(foreign)’, ‘학생(student)’ ‘한국(korean)’ ‘다문화(multiculturel)’ 등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사회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한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증오(hate)’, ‘발
언(speech)’, ‘표현(expression)’, ‘한국(korean)’, ‘차별(discrimination)’ 
등과 같은 혐오 발언, 혐오 표현 그리고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연결 중심성과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 간접적인 연
결까지 고려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근접 중심
성이 높은 노드는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보 교류의 유리
함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표 3]의 매개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은 코로나 
발생 전후에 상관없이 ‘한국(korean)’, ‘사회(society)’, ‘국민(people)’,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과 같은 단어들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foreign)’, ‘정책(policy)’, ‘국가
(country)’, ‘거주민(resident)’, ‘갈등(conflict)’과 같은 단어들의 매개 중
심성이 높았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다문화(multicultural)’, ‘교육
(education)’, ‘인종(racism)’, ‘노동자(worker)’ 등과 같은 단어의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경우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네트워크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노드들 간 관계를 통제 또는 중개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 교류에 대한 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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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코로나 발생 이전에 매개 
중심성이 큰 단어들은 ‘이슬람(islam)’, ‘일본(japanese)’, ‘중국(chinese)’ 
등과 같은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었던 반면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공감(empathy)’, ‘다문화(multicultural)’, ‘난민(refugee)’, ‘발언(speech)’ 
등과 같은 단어들이었다. 
  넷째, 위세 또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서 정보력, 권력, 영향력이 큰 단어를 찾을 때 사용되는 
지표로, 연결된 링크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된 상대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 위세 중심성의 순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 중심성과 유사한 순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　 코로나 발생 이후(2020-2021)　

Keyword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
성

인접
중심
성

위세
중심성 keyword

연결
중심
성

매개
중심
성

인
접
중
심
성

위세
중심
성

1 mission 41,406 0.846 51 1.000 hate 6,419 1.872 44 1.000 
2 foreign 31,452 2.402 41 0.831 speech 5,994 0.089 52 0.972 

3 student 29,117 1.087 43 0.846 expressi
on 5,674 1.550 45 0.922 

4 korean 18,484 2.402 41 0.305 social 5,650 2.944 42 0.576 
5 korea 13,550 2.402 41 0.319 korean 5,562 2.944 42 0.356 

6 multicult
ural 11,215 1.400 42 0.249 korea 4,803 2.944 42 0.371 

7 society 8,339 2.402 41 0.141 freedom 4,470 0.352 51 0.680 

8 educatio
n 6,956 1.040 43 0.188 society 4,138 2.944 42 0.387 

9 migrant 6,859 0.751 45 0.102 discrimin
ate 3,952 2.044 44 0.543 

10 migratio
n 6,041 0.673 45 0.178 multicult

ural 3,433 2.944 42 0.197 

11 social 5,947 2.402 41 0.083 xenopho
bia 3,432 2.944 42 0.201 

12 refugee 5,314 1.976 43 0.045 human 3,396 1.974 44 0.520 
13 change 3,894 1.555 44 0.100 migrant 3,043 2.437 44 0.195 
14 policy 3,874 2.402 41 0.041 educate 2,854 2.944 42 0.224 
15 time 3,654 2.402 41 0.079 modern 2,678 1.587 46 0.215 
16 human 3,489 1.400 42 0.044 foreign 2,396 2.944 42 0.164 
17 worker 3,462 1.400 42 0.056 media 2,263 2.325 43 0.160 

18 immigra
nt 3,418 1.984 42 0.064 group 2,248 2.944 4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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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주요 연구 
키워드의 연결(Degree) 중심성, 매개(between) 중심성, 인접(closeness) 

중심성 그리고 위세(eigen-vector) 중심성 

19 country 2,886 2.402 41 0.061 people 2,245 2.944 42 0.173 
20 resident 2,786 2.195 43 0.023 worker 2,237 2.944 42 0.152 

21 exclusio
n 2,484 0.110 50 0.017 policy 2,157 2.204 43 0.168 

22 cultural 2,237 1.688 43 0.046 student 1,878 1.454 49 0.115 
23 culture 2,162 2.067 42 0.046 country 1,860 2.012 44 0.178 
24 problem 2,075 1.400 42 0.035 crime 1,659 1.039 47 0.155 
25 people 1,998 2.402 41 0.026 western 1,654 0.839 50 0.103 
26 identity 1,911 1.040 43 0.033 empathy 1,596 0.056 59 0.100 
27 group 1,885 1.120 43 0.034 china 1,578 0.540 51 0.103 

28 xenopho
bia 1,861 2.048 42 0.017 japan 1,561 0.728 47 0.182 

29 conflict 1,751 2.048 42 0.012 problem 1,465 2.620 43 0.121 
30 hate 1,710 0.934 45 0.009 political 1,442 2.204 43 0.159 
31 chinese 1,627 0.300 51 0.014 change 1,354 1.580 45 0.087 
32 life 1,551 0.442 46 0.009 public 1,352 1.638 44 0.131 
33 political 1,463 1.400 42 0.019 culture 1,266 2.944 42 0.080 
34 speech 1,432 0.280 48 0.007 refugee 1,244 0.395 54 0.085 

35 discrimi
nate 1,235 1.400 42 0.008 chinese 1,237 1.316 47 0.077 

36 media 1,203 2.048 42 0.007 relations
hip 1,094 1.664 48 0.069 

37 percepti
on 1,202 1.045 43 0.009 covid 1,008 0.348 53 0.063 

38 issue 1,193 1.716 43 0.006 racism 930 2.752 43 0.088 

39 islam 1,094 0.155 61 0.017 immigra
nt 928 2.421 44 0.059 

40 immigrat
e 1,066 1.748 44 0.017 japanese 865 0.561 48 0.065 

41 japanese 738 0.284 52 0.005 multicult
uralism 835 0.273 57 0.045 

42 crime 605 0.802 46 0.006 hatred 727 1.461 4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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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로나 발생 이전(2018-2019)　 (B) 코로나 발생 이후(2020-2021)

[그림 1] 동시출현(Co-Occurrence) 네트워크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출현 단어분석
(Co-occurrence analysis)을 통해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나타난 외국인 
혐오 관련 키워드들의 동시출현 단어들의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였다. 동시
출현 단어분석이란 문장, 문단 또는 개별 텍스트 단위에서 동시에 출현하
는 단어들의 의미적 근접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시출현 네트워크
(Co-occurrence networks)는 특정 텍스트 단위에서 공동으로 출현한 단
어의 집합적 상호 연결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동시출현 단어들은 
서로 관련된 연구 주제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곽기영, 2014; 김용학
과 김영진, 2016).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foreign)+학생(student)’, 
‘한국(korean)+사회(society)’ 등의 동시출현 단어 빈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오(hate)+발언(speech)’, ‘이주
(migrant)+노동자(worker)’의 동시출현 단어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CONCOR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structural equivalence analysis)은 네트워크 전체 
구조에서 노드들이 인접해 있는 연결을 갖거나 동일한 경로를 갖는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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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식별하여 그룹화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의 숨겨진 각각의 하위 
그룹들 간의 관계 구조를 묘사하여 분석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clustering algorithm)이다(Acott, 2017; Wasserman and Faust, 1994). 
여기서 등위성(equivalence)은 행위자들이 어떠한 요인들에 관하여 구조
적으로 등위적일 만큼 충분히 유사한가에 관한 조건들을 확정하는 것으
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반복 상관관계 수렴(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 이하 
CONCOR) 분석이다. 이와 같은 CONCOR 분석은 행위자들 간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개별 노드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으로, 두 행위자 사이에 관계
가 있든 없든 각 행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혐오’ 또는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주제를 다룬 다양한 학술연구들의 영문초록에서 키워드 추출을 통해 대표
적인 구조적 등위성 분석 중의 하나인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
한 CONCOR 분석은 UCINET의 넷드로우(Netdraw)를 통해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우선 각각의 해당 군집 내의 계층적 구조는 CONCOR 분석의 결과인 
계통도 또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
고, 클러스터 구성 노드들 간의 분산배치의 정도를 설정하는 스크런치
(Scrunch) 요인을 ‘4’로 지정하여 각각의 하위 클러스터들 간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CONCOR 분석결과는 다수의 중심 
클러스터와 일부의 주변 클러스터로 구성되었다. 
  첫째, 코로나 발생 이전(T1) 시기에는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관련 중심 그룹과 제노포비아 관련 중심 그룹이 있고, 혐오 
관련 주변 그룹과 한국 사회문제 관련 주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문화 관련 그룹은 총 42개의 키워드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교육, 
다문화 학습 등과 같은 17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약 40%의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중심 그룹은 난민, 이슬람, 차별, 
배제와 같은 단어들과 중국 및 일본 등과 같은 국가명을 표현하는 단어들
이 포함되어 총 14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혐오 관련 주변 그
룹은 혐오 발언이나 범죄 현상 등과 같은 4개의 키워드가 군집되어 있다. 
한국 사회문제 주변 그룹은 이주 노동자, 한국, 정치, 사회 등과 같은 키
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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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COR 분석 결과(T1 기간)

  한편, 다음의 [그림 4]는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T2)의 CONCOR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심 
그룹과 하나의 작은 주변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중심 
그룹으로는 한국 내의 외국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이 그룹에는 15개
의 키워드가 있으며, 주로 한국에 있는 국가별 외국에 대한 단어들과 이
주 노동자 등과 같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중심 그룹은 다양
한 언론 및 매체에 표현된 외국인 혐오에 대한 13개의 표현이 그룹화되
어 있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이나 외국인 차별 그리고 정치적 또는 사
회적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이러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중심 그룹은 외국인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와 제노포비아, 증오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
드와 다문화 학생, 다문화 교육, 난민 문제 등과 같은 다문화 관련 이슈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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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ONCOR 분석 결과(T2 기간)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시기에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전
체 43개 중에서 24개인 55.8%를 차지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욱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외국인 혐오와 관련 한 연구 주제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주변 그룹에 속해 있던 ‘증오(hate 또는 
hatred)’와 같은 키워드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중심 그룹에 속해 있으
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연구 주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자유(freedom)’이나 ‘공감(empathy)’ 들
과 같은 외국인 혐오와 대조적인 단어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의 외국인 
혐오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이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QAP 상관분석

  소셜 빅데이터의 데이터 구성은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반의 매
트릭스 형태로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서 이용되는 데이터와 형태가 서로 
다르다. 즉,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지도 않으며, 수집되는 데이터들의 관측값은 대부분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기법은 변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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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망 
구조는 관계형 형태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김용희, 2020). 따라서 소셜 
빅데이터의 추론 방식은 일반적인 통계분석과는 서로 다르며, 소셜 빅데
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QAP 상관분석은 별개의 연결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식으로 연결망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피
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가지고 도출한다. 이와 같은 QAP 
상관분석은 순열(Permutation)을 활용한 비모수 검정(non-parametric 
test)을 통해 두 네트워드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키워드로 코로나 발생 전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되었던 학술지 논문들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코
로나 발생 이전의 주요 키워드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주요 키워드들 간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본 연구
에서는 서로 상이한 별개의 연결망 구조들 사이에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 발생 이전(T1)의 기존의 연
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T2)의 연구들 간의 주요 키워드들로 구성된 언
어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망 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QAP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QAP 상관 분석은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 소프트웨어들 중의 하나인 UCINET 6(version 
7.718)4)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두 네트워크 간의 기술적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T1)과 코로나 발생 이후
(T2)의 기술 통계치는 큰 변화 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네트
워크에서 노드들 간의 전반적인 결속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 수(Number 
of Ties), 평균 디그리(Average Degree)5) 그리고 밀도(Density) 값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기간에는 다소 작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에 평균 거리(Average Distance)는 
T1기간에는 1.072에서 T2기간에는 1.091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삼각구조 기반의 이행성도 T1기간에는 0.944에서 T2기간에는 

4) UCINET는 Borgatti, Everett 그리고 Freeman(2002)에 의해 개발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
으로 연결망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UCINET은 넷드로(Netdraw)
를 이용하여 연결망 구조의 그래프를 시각화하기 용이하며, 네트워크의 데이
터 처리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분석 도구이다.

5) 디그리(degree)는 해당 노드(node)에 연결된 엣지(edge)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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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정 노드와 개별적으로 연결된 두 노
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관계의 비
율이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1(2018년~2019년) T2(2020년~2021년)
연결 수(Number of Ties) 1598 1566
평균 디그리(Ave. Degree) 38.048 37.286
밀도(Density)  0.928 0.909 
평균거리(Ave. Distance) 1.072 1.091
이행성(Triplet Transitivity) 0.944 0.927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Norm)6) 26,293.4 5,217.7 

[표 4]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기술 통계량

  UCINET의 QAP 상관분석에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통한 연결망의 유사성 비교 검정, 둘째, 
각각의 키워드들 간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 측정을 통해 
유사성을 검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각 문서의 키워드들이 서로 겹치는 
정도에 따라 유사도를 측정하는 자카드 유사성(Jaccard Similarity)이다.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한 QAP 상관분석은 관측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붓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두 네트워크 간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QAP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는 
0.154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코로나 발생 
이전의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클리디언 거리는 유클리디언 유사도라고 
또는 L2(L2 distance)라고 하는 유사성을 측정하는 거리 함수로 N차원의 
공간에서 두 점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다. 

6)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는 두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러한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유클리드 공간을 
정의한다. 이러한 거리에 부여하는 함수를 유클리드 노름(Euclidean norm)
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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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클리디언 거리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비교되는 두 
문서들의 행렬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클리디언 거리의 
유의수준은 동일한 값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클리디언 거리에 의한 
유사성도 피어슨 상관계수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수준( ≤ )을 보이고 있다. 
  자카드 유사성은 문서 A와 문서 B가 있을 경우에, 두 문서 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문서의 키워드들이 서로 겹치는 정도에 따라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카드 유사성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집합이 완전히 동일하면 1의 값을 가지고 공통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연구 논문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의 연구 논문들 간의 자카드 계수는 0.85
의 값으로 유사성이 매우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
( )으로 분석되었다.

Obs Value Sig. Ave. Std.Dev
. Min. Max.

피 어 슨 
상관계수 0.154** 0.015 0.001 0.049 -0.078 0.496
유클리디언 
거리 18048.31** 0.015 18527.52 152.372 16925.53 18769.52

자 카 드 
계수 0.85 0.458 0.849 0.007 0.837 0.879

[표 5] QAP 상관분석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xenophobia)와 같은 연구 주제는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주제들 중의 하나
이다. 이러한 제노포비아 현상은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더욱 더 가중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적 갈등이나 
불평등, 더 나아가 외국인 혐오 범죄나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의 재생산을 통해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반적인 제노포비아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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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코로나의 발발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의 주제나 연구 대상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RISS의 학술관
계분석서비스 정보에서는 2020년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활용된 키워드로 
코로나-19를 선정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는 학술 연구분야에도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한국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로나의 발발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외국인 혐오 현
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나 추이
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언어 네
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간의 연구
를 코로나 발생 이전인 T1시점(2018년~2019년)과 코로나 발생 이후인 
T2시점(2020년~2021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 동안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를 가진 관련 연구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네트워크의 키워드 중심성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한국 사회나 다문화 관련 단어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코로나 발생 이후(T2) 시기에는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혐오 
발언, 혐오 표현 등과 같은 키워드나 차별 및 혐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의 연결 중심성이 높았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상에서의 
매개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T1)에는 특정 
국가를 표현하는 국가명 등의 매개 중심성이 높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T2)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된 대상, 표현 방식 등의 키워드들이 네트워
크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결과는 두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두 개의 핵심적인 중심 
그룹이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세 개의 중심 그룹이 형성되었
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전
에는 ‘이슬람(Islam)’과 같은 국가나 민족에 제노포비아 현상들이 상대적
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코로나(COVID)’와 
같은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또한 ‘혐오(hatred)’등과 같은 다른 키
워드들과의 연결이 많아지고 있었다. 셋째, QAP 상관분석의 결과로 나타



Homo Migrans Vol.26(May 2022)

82

난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
후에 외국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를 키워드로 한 기존의 연구들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두 기간의 연구들 간의 상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약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기간에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서로 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한
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의 영문초록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혐오와 관련한 키워
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키워드인 제노포비아
(Xenophobia)는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는 언어 및 주제
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 하에 분석되는 키워드로 분석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 대상 문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를 
망라한 광범위한 논문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제노포비
아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
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라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1-모드(one-mode) 기
반의 거시적인 언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였지만, 보다 정
교한 2-모드(two-mode)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속성값이 상이한 2-모드 방식의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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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 발생 전후 시기의 언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최 강 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외국인 혐오를 다루었던 기존의 연
구들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국인 혐오 현상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문헌
들을 상호비교하면서 연구의 동향이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의 CONCOR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 동안 연구주제의 네트워
크 구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적
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통계적 검정방법인 QAP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외국인, 학생, 한국, 다문화, 
교육 등과 같은 단어의 중심성이 높은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혐오, 
발언, 차별 등과 같은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CONCOR 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모두 
네 개의 그룹으로 단어 클러스터가 생성되었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에는 제노포비아와 관련한 언어적 표현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QAP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네트워크 
구조들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두 기간에 수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 간의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하
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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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Xenophobia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 Before and After COVID-19 Outbreak

Choi Kanghwa

  This study conducted keyword-based language network analysis to 
analyze how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xenophobia are 
changing before and after COVID-19 pandemic. Moreover, this study 
employed the CONCOR procedure based on text mining technique to 
categorize sets of actors with similar status and illustrate the relation 
among the social network groups. We also deal with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to statistically test for the significance of 
associ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xenophobia before and after coronavirus outbreak.
  The results of sementic network analysis demonstrated that words 
such as ‘foreigners’, ‘students’, ‘Korea’,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were highly frequent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while words with negative meanings such as ‘hatred’, ‘speech’, and 
‘discrimination’ were highly centralized after COVID-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NCOR analysis, word cluster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efore or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with linguistic 
expressions connected to xenophobia rising and diversifying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Furthermore, while the QAP correlation analysis 
reveal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etwork 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relatively low,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revious xenophobia-related studies analyzed 
between T1(2018-2019) and T2(2020-2021) research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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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관련 국내 학위(석사 및 박사) 
논문(2018년~2021년)

연도 제목 저자

2018

The effects of Fidesz-set agenda on the issue of refugees 
in Hungary

사스바리
글로리아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수용 김경림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제노포비아 연구 김서영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남복희
한국인의 외국인혐오증 현상에 관한 연구 김동기

2019

공공역사(Public History) 관점에서 본 프랑스 파리 
국립이주사박물관의 역사 재현 이혜빈

난민과 탈북민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시민권의 변용과 확장 박상희
도시 내 이주자공간의 특성과 상호문화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장유정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작업에 나타난 저항의식 김지나
예멘 난민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손사라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내 제노포비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안지혜
유럽의 이슬람성장을 통한 한국의 이슬람성장의 진단과 대책에 
관한 연구 유해석

한국 영화에 나타난 새터민과 조선족 분석 연구 여경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융합선교 전략 정혜원

2020

2000년대 한국 이주노동자 소설에 나타난 '코리안 드림' 연구 강연실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Rohingya Citizenship Issue 이성엽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김진영
바울의 자유 개념에 대한 정치신학적 고찰 장양미
비판적 다문화교육 관점에 따른 중학교 미술 교과서 분석 김한나
사회지배성향, 미디어 노출과 공감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황미애

주변에서 주변으로: 구조적 폭력과 한국의 지방대 재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존전략 최민진

한말 지식인의 근대 경험과 양가적  정체성 박주영
혐오표현 법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최경미

2021

Real Estate Acquisition in Bucheon-si by Foreigners 배지용

Shaping Azerbaijani model of multiculturalism
Ramzi 
Teymur
ov

다문화이론을 활용한 K-POP의 상호관계성 연구 성기욱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 다문화수용성의 증진 이창훈
섬 지역 범죄보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윤
중국 이주청소년의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레카리아트 경험 채소린
중국과 관련된 코로나-19 뉴스이용이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정서에 미치는 영향

ZHOU 
nan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관광 선진국에서의 외국인 혐오와 
보건위험이 지각된 배신감과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해외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행구

테러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청사 내 선제적 예방기법 및 대테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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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2018년~2021년)

연도 제목 저자 학술지명

2018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모경환,
김선아 시민교육연구

Syrian Refugee Issue in Turkey
라리오노
바,김중
관

글로벌문화연구

다문화 공간과 타자성 사유 방식 장미영 문화와 융합

다문화 담론 지형의 변화와 언론의 재현 황경아,
이인희 다문화사회연구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가 외국인 혐오에 
미치는 영향

김은희,
최진오 청소년시설환경

상품문화와 계급불안, 전통적 귀족사회의 해체 김명성 영어영문학연구

성장하는 청년의 탄생 김윤지,
김상운

한국사상과 
문화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남재형, 
흥순

한국지역개발학
회지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박호현,
김종호 국제법무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교정정책 개선방안 신성식 한국범죄심리연
구

유럽 극우정당에 관한 연구 박기성,
박재정

한국지방정치학
회보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의 표상에 대한 연구 김병건 겨레어문학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제노포비아 
경험에 대한 연구 김서영 사회복지연구

일본 콘솔게임에 비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인식연구 심호남 문화와 융합

증오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김중곤 경찰학연구
질적 연구에 나타나는 연구자 감정 성찰 이현서 문화와 사회
칼뱅 종교개혁과 민중규율화의 실체 박효근 서양중세사연구
現代日本における 家主義·排外主義にする一考察 권학준 일본연구

現代日本における排外主義と歴史修正主義 권학준,
장해영 일본문화연구

혐오 표현의 특징 및 변주 양상 강희숙 호남문화연구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김용환 가톨릭철학

2019

‘포스트팍티쉬(postfaktisch)’ 정치와 대안적 
진실을 넘어 박채복 유럽연구

16세기 프랑스의 제노포비아 박효근 인문과학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김은경 한국 근현대사 

연구
2016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복음주의 종교 우익의 
트럼프 지지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정태식 신학과 사회

ISIS이후 아랍세계의 변화와 이슬람포비아 현상에 이성수 한국이슬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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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 논총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신예원,
마동훈

미디어경제와 
문화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양혜우 비교문화연구
다문화 가정 출연 TV 예능프로그램의  시청이 
가출청소년들의 다문화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허일수 다문화아동청소

년연구
다문화 교양교육 콘텐츠를 위한 영미소설 차민영 교양교육연구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 옥장흠 신학사상

독일 중산층 시민사회의 위기와 이방인혐오 이용일 Homo 
Migrans

마이너리티의 부상과 미국 지배담론의 분열 김미경 인문사회 21
모센 멜리티 작품 속 공간과 비장소가 제시하는 
문화의 변증법 김희정 지중해지역연구

미디어가 재현한 이주 노동자 가족 이근옥,
강국진 사회과학연구

스토아주의와 세계주의 강성률 국제이해교육연
구

아랍영상물을 통한 아랍이미지의 확장 및 전환 
현상 분석

장세원,
남옥정

아랍어와 
아랍문학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가 혐오에 미치는 
효과 연구 김찬중 한국방송학보

이주 문화예술가의  작은 목소리 김진희,
임지선 교육문화연구

일본의 이주민 동향과 배외주의 현상 이혜진 일본학보
재일한인의 다문화공생 수용에 관한 갈등 양상 지충남 평화학연구
제노포비아(Xenophobia) 관념을 통한 남북주민 
통합의 재정립 엄태완 인문논총

중국 조선족들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정선주 현대소설연구

증오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중곤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박여경,
장진경 다문화사회연구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 홍정화,
김은혜 Crisisonomy

한국관광객에 대한 혐한, 인종적 혐오 혹은 
관광혐오? 나윤중 관광경영연구

2020

‘파리의 5월’, 저항의 아이콘을 둘러싼 연대와 적대 정대성,
신동규 서양사론

1919년 3·1운동 전후 부정적 조선인 표상과 
불령선인 담론의 형성 김여진 일본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에 관한 논의 이동희 이화음악논집

A study on a Christian view of people and 
land in multi-cultural society 배아론 개혁논총

COVID-19 impact on  city and region: what’s 강명구 도시과학국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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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after lockdown? 외 널

COVID-19 확산이 이슬람 세계에 끼친 영향 권지윤
Muslim - 
Christian  
Encounter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김수경 다문화와 평화
관짝소년단 사건을 통해 되짚어보는 한국의 
인종주의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김혜영, 
류영휘 다문화교육연구

극우극단주의 및 극우테러리즘 김은영 가천법학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허경미 경찰학논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탐색

김수정 
외 생명연구

문화 간 갈등해소를 위한 탈인습적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김진영 기독교교육논총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Medicalized Nativism)”와 
제노포비아 오영인 Homo 

Migrans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박한호 한국범죄심리연
구

사회지배성향과 미디어 노출이 청소년의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황미애 시민교육연구

서구미디어의 지배담론에 대한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의 대항담론적 실천 연구 이지행 여성문학연구

십자가의 환대의 관점에서 본 국내 무슬림 난민 
사역 김아영 선교신학

언론학 혐오 연구의 메타 분석 홍성일 
외

미디어, 젠더와 
문화

외국인 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경섭 한국범죄정보연
구

이양선 출몰에 따른 근대문물 인식변화 전제훈 한국도서연구
일본의 우익과 조총련 문제에 관한 고찰 석주희 한림 일본학
일본의 평등분야 다문화정책 이상현 문화와 정치
증오와 공포의 정치·종교 에토스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일고찰 정태식 신학과 사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독교통일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함승수 기독교교육정보

코비드19-포비아에 대한 에이전시 신학적 분석과 
기독교 윤리적 제언

이장형,
이승규 장신논단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전의령 경제와 사회
탈근대사회에서 시민성의 곤경과 시민교육의 
대응방안 장원순 사회과교육연구

한국 내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 연구 정지현,
김영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혐오표현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미애,
석주희

세계지역연구논
총

2021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시민권 박탈 정책과 
“조건적 시민권”의 형성 권은혜 서양사론

COVID-19, Disgust, and Public Policy 전승봉 인문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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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Understanding Nativist Elements Relating to 
Immigration Policies and to the American 
Constitution’s Natural Born Citizen Clause

Seth 
Barrett 
Tillman

미국헌법연구

근대일본 우생학의 혼혈 담론과 혐오의 정치 서동주 횡단인문학
나치 시대의 남성 동성애 혐오와 대항담론 전유정 횡단인문학

다문화사회 범죄발생이 제노포비아에 미치는 영향 김기수,
이상열 시큐리티연구

미국사 연구 동향: 역사가의 소명과 팬데믹이 남긴 
과제 오영인 역사학보

일본의 이민자 차별금지정책과 한국적 함의 지영임 민족연구

정부청사 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연구 김영훈,
장정현 한국테러학회보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배정환 경찰학연구

타자 혐오와 질병 담론의 연루로 읽는 최명익의 
〈봄과 신작로〉연구 표정옥 한국근대문학연

구
프랑스 극우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 신동규 서양사연구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 김미영 다문화콘텐츠연
구

한국의 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재현하는 
일본/일본인 현기득 동서언로

한국적 혐오현상과 상호문화성의 이념 조해정 코기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