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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 호(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공동연구원)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 조상숭배관념과 자녀교육을 중심으로1)

I. 서론 

1990년대 이후 ‘전지구화’(global izat ion)라는 용어가 학계와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지구라는 행성은 ‘하나의 장소’가 되었으며 전세계적인 사회관계의 

모든 네트워크가 단일 공간 위에서 엮어지면서 경제나 정치활동뿐 

아니라 의미의 흐름이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문화의 무국적 시대로 접어들었다.2) 교역, 자본, 문화, 관념, 사람의 

흐름으로 파악되는3) 이러한 전지구화 현상은 인류학에서도 전통적인 

1)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연구장려금지원(과제번호: 2004-
908-B00033)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로 발표를 위해 수정∙보완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결과물로서 저
작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습니다.

2) 박길성,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서울: 사회비평사, 1996), pp. 
23-24. 

3) 카스텔(Manuel Castells)은 1980년대 이후 원격의사소통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공간적 논리를 ‘유동의 공간’(space of flow)로 파악한다. 그는 이
러한 새로운 ‘유동의 공간’에 대립하는 기존의 논리를 ‘장소들의 공간’(space 
of places)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공간조직으로 우리
들의 일상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공간을 뜻한다.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1: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dlen &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pp.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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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지로서의 현장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으며4) 인류학의 주된 

주제 역시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국민국가, 에스니시티(ethnicity)로 

전환되었다.5)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인류학적 

접 근 법 으 로 서  전 지 구 적  문 화 흐 름 의  다 섯  가 지  차 원 들 을 

제시한다. 에스노경관(ethnoscapes), 매체경관(mediascapes), 

기 술 경 관 ( t e c h n o s c a p e s ) ,  금 융 경 관 ( f i n a n c e s c a p e s ) , 

이데올로기경관(ideoscapes)이 그것이다. 여기서 아파두라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경관 자체보다도 경관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원근법의 요소이다. 즉, 아파두라이는 각 풍경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의 역사적·언어적·정치적인 상황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원근법적 구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개별적인 

행위자들은 이러한 풍경의 원근법이 가 닿는 최종적인 지점, 즉 

소실점(消失點)이 된다. 사회적인 구조나 상징체계보다도 개별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중요시한 이러한 아파두라이의 논의는 전지구화된 

상황에서의 인류학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고향인 멕시코 미초아칸(Michoacán)을 오가는 

이주노동자들인 아귈리아인(Agu i l i l l a n )들에 대해 연구했던 

라우즈(Roger Rouse)는 그들 삶의 주요한 배경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로서의 순환(circuit)임을 

강조한다. 그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 ‘탈근대적 

초공간’(postmodern hyperspace)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이 전지구적 

변환의 점차적 전개로 인해 사람, 돈, 재화, 그리고 정보의 지속적인 

4) Akhil Gupta & James Ferguson, “Discipline and Practice: “The Field” 
as Site, Method, and Location in Anthropology”, Akhil Gupta and James 
Ferguson, eds., Anthropological Loca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p.1-46.

5) Ted C. Lewellen,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ultural Anthro-
pology Enters the 21st Century (Westport∙London: Bergin & Garvey, 
2002), pp.29-32.

6) Arjun Appadurai,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
al Cultural Economy”,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33.



117

한국 화교의 공간인식과 이주성(移住性)

이민인종연구회 http://www.homomigrans.com

순환을 통한 ‘초국적 이주의 순환’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멕시코와 미국에 걸쳐 있는 다양한 거류지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장소들을 가로질러 펼쳐진 단일한 공동체이기도 하다. 

라우즈(Rouse)는 멕시코 출신의 미국 이주노동자들인 아귈리아인들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의 이미지로부터 이끌어져 나온 사회-공간적인 

틀 대신에 순환이나 변방지대와 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말한다.7)

클리포드(James Clifford)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사프란(William 

Safran)의 논의를 토대로 디아스포라 논의로 확대시킨다.8) 그는 

다지역적인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특정한 지리정치적 경계로 규정되지는 

않으며 경계의 중복이나 디아스포라의 경험들은 21세기 후반의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 이론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한다.9)

전지구적이며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정체성 

혹은 에스니시티 연구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산민(離散民)들의 

사회적으로 ‘상상되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그 예이다.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열리는 청년축제 참가를 둘러싸고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다룬 루이에(Andrea Louie)의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류학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0) 여기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행사를 

통해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영토화(re-

territorializing)해나간다. 즉, 그들은 미디어, 사람들, 정보, 자본의 

초국가적 흐름의 한복판에서 중국 본토와 관련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7) Roger Rouse, “Mexican Migration and the Social Space of Postmodern-
ism”,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Oxford &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2[1991]), pp.158-164. 

8) William Safran,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1991), pp.83-99.

9) James Clifford, “Diasporas”, Roland Robertson & Kathleen E. White, 
eds., Globalization: Key Concepts in Sociology Vol Ⅲ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1994]), pp.423-427.

10)  Andrea Louie, “Re-territorializing transnationalism: Chinese American 
and the Chinese Motherland”, American Ethnologist, 27-3(Aug 2000), 
pp.6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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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토화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과정, 그리고 

중국정부와 중국시민, 중국계 미국인들의 서로 다른 설정과 해석은 

이미 탈지역화되고 전지구화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이 

고정된 정체성, 혹은 고정된 문화특질들에 대한 연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의 베트남인들과 같이 망명한 사람들의 

상상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기술한 도슨과 존슨(Andrew Dawson & 

Mark Johnson)의 논의도 이러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맥락에 놓인다. 이 

연구들은 이주와 망명이 그들의 장소와 경관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11)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대만국적을 소유했던 한국 화교들이 

한중수교 이후 자신들의 고향이라든가 중국대륙 및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을 어떻게 범주화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틀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인식은 결국 구체적으로 

차이나타운이라는 장소와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의 연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켈톤(Ronald Skeleton)은 디아스포라가 최근에 이주(移住)를 

대치한 단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자본의 유동과 축적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12)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디아스포라적 공간은 옹과 노니니(Aihwa Ong & Donald 

M. Nonini)의13) 표현처럼 아시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근거지가 

없는’,‘탈영토화된’경제지배구조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디아스포라적 

11)  Andrew Dawson & Mark Johnson, “Migration, Exile, and Landscape of 
the Imagination”, Barbara Bender and Margot Winer, eds., Contested 
Landscape: Movement, Exile and Place (Oxford: Berg, 2001), pp.319-
332.

12)  Ronald Skeleton, “The Chinese Diaspora or the Migration of Chinese 
Peoples?”, Laurence J. C. Ma & Carolyn Cartier, eds., The Chinese Di-
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Lanham: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2003), pp.51-66.

13)  Donald M. Nonini & Aihwa Ong, “Introduction: Chinese Transnational-
ism as an Alternative Modernity”, Ungrounded Empires: The Cultural 
Politics of Modern Chinese Transnationalism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7),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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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14) 사건들과의 결합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규모의 다공적(porous) 

경계들을 지닌 장소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남부 푸젠(福建) 출신의 불법이주자들의 이동공간은 지역의 

면적, 여행 빈도, 시간적 안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물리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장벽들에 있어서 전지구적 

활동공간에 놓여 있는 홍콩 내 기업가들의 그것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푸젠 사람 혹은 홍콩인의 이산(離散)은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로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지로 

재이주한 동남아시아 이산민들의 그것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화교 혹은 

화인들과 같은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리적인 요소들(地缘)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혈연(血緣)의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포함하며 장소에 광범위하게 기초하고 장소를 

통해 번성한다. 이것은 현재 중국, 대만, 홍콩 및 화교 공동체들에게서 

지속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중국성’(Chineseness)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다른 장소들에서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15)

한국 화교의 경우 적관(籍貫)이 대부분 산동성(山東省)이며 화교 

2~3세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출생했고 생활 근거지를 한국의 각 

지역에 가지고 있다.16) 남방지역 화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세계화상대회나 신(新)차이나타운의 해외 화인자본 유치에 있어서 

산동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천 차이나타운 

개발과정과 같은 경우 서울출신이라든가 부산출신 화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이러한 화교 공동체의 장소에 대한 개념 및 

관념에 대한 이해의 기반 위에서 따져봐야 한다. 

한편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국경을 넘는 대규모의 인적 교류와 초국가적 

14)  내부적인 디아스포라적(intra-diasporic) 맥락에는 홍콩이나 대만, 싱가
폴 등지에서 본토 중국에 투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Laurence J. C. Ma,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in the Chinese Diaspora”, Lau-
rence J. C. Ma & Carolyn Cartier, eds., The Chinese Diaspora: Space, 
Place, Mobility and Identity, p.31). 

15)  Laurence J. C.  Ma, “Space, Place, and Transnationalism in the Chinese 
Diaspora”, pp.1-49. 

16)  적관(籍貫)은 본적(本籍)과 같은 말로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장
소였으나 점차 조상의 묘(墓)나 본가(本家)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
고, 어떤 사람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서 호적법상의 추상적·기술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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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이 주는 일반적 이미지로 인해 자칫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국가의 통제가 사라진 것으로 보기 쉽지만 이러한 초국가적 현상의 

근저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의 유제가 도처에 남아있고, 식민지 

체제에 의해 규제된 인간관계나 지배관계를 전제로 한 현대사회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기도 한다. 정병호는 ‘재일 

조선인 학교’와 같이 일본사회에 살면서 4세대가 지나도록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적 불평등한 상황’과 민족차별의 현실에 대해 줄기차게 

저항하면서 이를 통해 민족경계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재생산해내는 

사례를 통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에 식민지 경험이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박준규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관광 

등을 통해 접촉이 확대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국가 및 국경의 개념이 

강화되는 현실을 논하고 있다.17)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공간과 장소, 행위자와 구조가 서로 

각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두 가지의 논의가 전지구화 및 

중국의 부상(浮上)에 의한 화교 및 화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 도처에 남아있는 민족국가의 경계 및 

국가권력의 작동들이나 화교들의 장소감각 및 장소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등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적 공간과 장소에 대한 

논의는 화교 및 화인 사회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논문은 인천 및 차이나타운 거주 화교(華僑)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과 장소를 인지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화교사회 변화의 메커니즘과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자본과 

문화, 관념, 사람들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고 경합하는 탈지역화된 

경관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화교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인지적 좌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경험에 대한 재조직화일 수 있다. 즉, 이미 한국화교들은 한국사회를 

일종의 역사와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non-place)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실제적 장소로서 인지하기도 

17)  정병호,「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
산」, 『비교문화연구』, 9(2)집 (2003), pp.125-155.

    박준규, 「민족과 국민사이: 금강산 접경지역관광에서 민족경계 넘나들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박사학위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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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8) 이러한 사례는 화교들의 자식에 대한 진로를 고려할 때 여실히 

나타난다. 화교들은 다층적인 공간 및 장소에 대한 인식과 조상의례 

관념이 결부된 형태로 자식의 진로를 전략화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화교들의 전략과 실천에 대한 분석은 전지구화, 탈지역화와 같은 

논의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며, 이것이 지역적, 문화적 

특징들과 어떻게 결합되고 행위자에 의해 전략화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II. 묘지경관을 둘러싼 공간과 장소의 다양한 맥락

한국의 화교들은 그동안의 거주국(hos t  coun t ry )의 배제와 

차별정책으로 인해 의미를 포함한 장소보다는 공간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이들의 정체성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결사체인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실천 혹은 

‘공간’ 속에서 확인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거주하는 장소보다도 

관시망(關係網) 내의 사람들과 선물교환이나 후이(會, 일종의 계조직)과 

같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관계의 공간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교들은 지리학적 장소보다는 관시망이 바탕이 된 

일종의 인지적 지도(地圖)에 근거하여 환경을 공간적으로 파악해왔다고 

18)  오늘날의 공간과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장소(lieu 혹은 place)와 비장소
(non-lieu 혹은 non-place), 근현대(modernity)와 초현대(supermodernity)
의 개념을 차용한 오제(Marc Augé)는 만일 장소(place)가 관계적, 역사적이
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면, 정체성도 관계도 역사도 상
징하고 있지 않은 공간은 비장소(non-place)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선과 경관의 허구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여행자의 공간이 그 대표적인 전
형이다. 이러한 정의는 또한 뚜렷한 경험적 공간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해 갖는 표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
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장소일 수 있다. 그러나 비장소의 다양성은 경험
적인 의미에서 근(현)대 세계를 특징짓고 있다. 교통의 공간(고속도로, 항공
로), 소비의 공간(대형 매장들), 의사소통의 공간(전화, 팩스, 텔레비전)은 오
늘날 온 세계로 퍼져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진짜 함께 살진 않지만 어쨌
든 공존하고 있으며 소비자나 개별 탑승객의 위치는 사회와의 계약관계를 거
친다. 이들 ‘경험적 비장소’는 현대에 대치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초현대의 특
징들이며 ‘장소’와 함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마르크 오제, 「도시 그리고 도
시적인 것의 식별」, 『불어문화권연구』, 4집[1994], pp.115-117; Marc 
Augé, Non 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 
(London: Verso, 1995), pp.75-115; Grant Boswell, “Non-Places and 
the Enfeeblement of Rhetoric in  Supermodernity”, Enculturation, Vol. 
1-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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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공간인식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장례 및 묘지매장을 통한 죽음과 조상에 대한 관념, 자신의 제사를 

치러줄 후세에 대한 인식이 결부되어 거주국의 ‘장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했던 인천 선린동 및 북성동 일대 화교의 

장례식(葬缘)의 경우 예전에는 대개 고인을 마을에 있는 공소(公所)에 

모셔 3일장을 치르고 묘지로 모시고 가거나 화장(火葬)했었다. 공소에 

시신을 3일간 모셔두는 동안 가짜 돈과 누런 종이(종이에 동그랗게 원 

모양의 흔적을 내 돈을 상징하게끔 한다) 혹은 금·은박지로 만든 가짜 

금과 은을 태우는데 고인이 저승 가서 쓰라는 의미이다. 차이나타운 

내에 상여가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없어진 지 3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역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장례를 도왔으며 장례식 후에는 장례 때 수고한 사람들을 모셔 

음식점에서 식사를 접대했다. 장례를 치를 때 음식접대는 무척 중요한데 

상중이나 상을 치른 후에 접대하는 장례음식을 ‘스다완’(十大碗)이라 

한다. 스다완이란 10개의 큰 그릇을 뜻하며 각 그릇에는 모두 탕(湯) 

종류의 음식이 나온다. 국물의 재료로는 두부, 완자, 고기, 생선 등이 

들어가는데 재료들을 모두 튀긴 다음 국물을 낸다. 이 중 가자미 말린 

것은 꼭 들어간다고 한다. 탕 종류로만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슬플 

때 잔치음식처럼 푸짐하게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문상객들에게 

술대접은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술안주로 국물이나 먹으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한다. 문상객들이 국만 있는 음식에 식상할까 싶어 간혹 

상주(喪主)가 음식에 냉채(冷菜)를 추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치르는 화교 가정에서 스다완으로 접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장례를 치르는 

19) 이창호,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공간과 장소: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
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전공 박사학위 논문(2007). 

   ________ ,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
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2008), pp.7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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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접대 방식을 고집하기도 한다.20)

상주(喪主)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 빈소가 모셔져 

있었다. 상중(喪中)임을 뜻하는 기중(忌中)이라는 한자가 식당 문 앞에 붙여져 

있고 영정 앞에는 중국식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다. 제사상을 중심으로 고인

(故人)이 된 여성의 오른쪽에는 장례식에 놓는 종이로 만든 소가 놓여있으며 

종이로 만든 시중드는 사람들도 고인 영정 옆에 각각 놓여있다. 종이로 만든 

이러한 장례물품들은 묘소에 도착해 매장하기 전에 모두 태워진다. 

위의 사례는 필자가 현지조사 시 방문한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장례식 

풍경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장례식은 병원 영안실의 장례식이 일반화 

된 오늘날의 화교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다. 요즘은 

주로 병원 영안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례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영안실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접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문객들은 장례에 참석하여 부조금을 내거나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역할이 줄어들었다. 묘지는 부평공동묘지와 시(市) 공동묘지를 

사용했으나 요즘은 경기도 파주의 용미리(龍尾里)에 마련된 묘지에 

매장한다. 

부평의 공동묘지는 한국인 국적의 망자의 묘지와 중국인 국적의 

망자의 묘지가 확연히 분리된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화교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배제와 차별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중국인 

묘지의 두 차례나 걸친 이장(移葬)일 것이다. 인천 차이나타운 인근의 

남구 도화동에는 과거 중국 조계지 시절부터 중국인 전용묘지가 

있었으며 인천 화교사회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 이 묘지 터가 인천시에 의해 시립 인천대학교 부지로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중국인 묘지는 묘지 이전의 대가로 받은 

인천시 외곽에 위치한 남동구 만수동 산 6번지 국유지로 옮겨가야 

했다. 유연묘(有緣墓) 515기, 무연묘(無緣墓) 1,482기와 새로 별세한 

중국인 유해 876기가 만수동의 새 묘지로 이장되었다. 그러나 이 

20)  스다완 음식에는 항상 국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결혼식 때와 같이 기쁠(喜) 때 
쓰는 음식으로 접대하는 경우도 많다(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
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2003], p.540). 결혼식, 회갑연 등 경사에 
쓰는 음식으로는 해파리, 장유(酱肉, 흔히 오향장육[五香醬肉]으로 부름), 쭈
꾸미,  해삼쥬쯔(海參肘子),  삭스핀 요리(翅菜), 전가보(全家福, 전가복이라
고도 함), 왕새우튀김, 굴튀김 등이 있다. 



Homo Migrans Vol. 2(June 2010)

124

이장된 무덤들도 얼마 못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인천의 

도시 확장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만수동 일대가 개발되게 된 

것이다. 결국 1988년 인천시와 화교협회간의 협의 후 묘지조성공사를 

거쳐 1990년 다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공동묘지로 다시 묘소를 

재이장하게 된다. 만수동에 있던 2,837기의 분묘 중 중국 고향이나 

미국 등지로 이장하고 남은 1,908기가 안장되었고 묘지 정상부에는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현재 부평의 공동묘지에는 한국인 묘소와 중국인 

전용묘소가 구역을 나누어 위치하고 있다. 

 만수동 지금 15층 아파트 막 지었거든. 근데 거기를 한국사람 이더라면(한국

사람 이었다면) 안비킨다(하고)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그러면 도시 한복판 

녹지도 될 수 있고. 화교니까, 힘없으니까 쫓겨날 수밖에...거기서(만수동) 이

리로(부평 공동묘지를 가리킴) 이사 왔다니까. 거긴(만수동) 아주 번화가 돼

버렸지. 산사람도 수난이고 죽은 사람도 수난이야. 수난의 연속이야. (정부에

서) “너거들 뼉다구 빨리 치워 비켜 썩은 뼉다구들 빨리 치워. 개발해야 되니

까 썩은 뼉다구들 빨리 치워.” (화교들이) “예예 알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꼬라

지지 뭐. 내 표현이 너무 더러웠나? 돈(보상금) 많이 줬나? 돈도 많이 안줘요. 

(화교들이) 이래서 거지되고 저래서 거지되고...거지 아인가? 아휴... (2005년 

8월 7일 비○○[65]씨와 부평 공동묘지에서 인터뷰 중). 

중국인 묘지는 중국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반영된 ‘신성화된’ 

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다. 여(Brenda  S .  A .  Yeoh)는 

싱가포르(Singapore)에서의 근대 도시개발에 따른 중국인 묘지 

이전(移轉)의 사례를 통해 중국인 공동체의 묘지에 대한 개념과 영국 

식민지배 체제하의 싱가포르 시정부의 개념이 경합되고 협상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21) 중국인 공동체는 묘지를 경관의 

중재(medium of landscape)를 통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상호호혜와 

상호결속을 강조하는 풍수(風水)적 관념이 지배하는 '신성화된 

공간'(sacred space)의 개념으로서, 시정부는 서구 유럽적인 관념, 

즉 공공위생을 포함한 교외에 위치한  ‘영원한 휴식의 공간’(eternal 

resting places)이라는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 관념들은 

담론화되어 경합된다.

21)  Brenda S. A. Yeoh,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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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사회의 개발과정 중에서 이러한 독특한 중국인들의 문화는 

반영될 수 없었다. 묘지이전의 사례처럼 정부 수립이후 한국에서 중국인 

혹은 화교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란 애초부터 경합되거나 협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개발계획에는 에스닉 집단의 문화적 관념 

같은 것은 애초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묘소는 

단지 일반인이 사는 집이나 토지처럼 같은 면적만큼 보상을 해주면 

그만이었던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화교들은 자신들의 

집단묘지가 단순히 ‘땅’이 아니며 거기에 묻힌 것도 단순한 ‘썩은 

뼉다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통하는 조상의 ‘혼’(魂)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배제정책을 피해 대만이나 미국 등지로 

재이주해 정착에 성공한 화교들은 조상의 묘를 다시 그들의 거주국에 

이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대륙의 적관에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굳힌 화교들의 경우는 결국 거주국인 한국사회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며 이곳에 묻힐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살겠다는 자신의 부모 때문에 유학이나 이민을 포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22) 노년층은 물론이지만 이제 40대 후반에서 60세 

사이의 중장년층 화교들의 관심사 중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며 사후에 

제사를 자녀 중 누가 지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III. 자녀교육과 제주(祭主) 선택의 전략   

한국에서 화교들은 2~3대 이상에 걸쳐 한국에 정착하거나 태어났어도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및 속인주의에 근거한 국적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화교들에게는 2002년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임시방문 혹은 단기체류가 목적인 다른 

22)  1970년을 전후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를 위주로 외
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일기 시작했을 때 젊은 한국 화교들이 일본에 관
광비자로 대거 진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수입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음식
점 등의 사업을 시작한 화교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가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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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거주자격’(F-2 

비자)이 부여되기는 했다. 그런데 이 자격이 유지되려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던 1995년까지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했고,23) 일시적인 용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외국을 방문한 뒤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내로 들어올 

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실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계속적인 

국내 체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강제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 때문에 화교의 거주 자격은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에 따라 화교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취업이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에서 제한받아왔다. 공직이나 공무원 임용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할 엄두도 내지 못하며 일반 

직장조차 어렵게 들어가도 승진이 되지 않았다.25)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화교들은 자녀들이 한국에서 화교학교를 

졸업하면 자신들의 국적국인 대만의 대학에 진학시켰다. 자녀교육을 

위해 아예 전 가족이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대만에서 

23)  1995년 12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거주(F-2)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최장체류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
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참조).

24)   장수현,「한국화교의 현실과 도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p.263-264.

25)  공직과 관련된 화교의 취업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경찰공무원, 군인, 외무공
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등은 해당 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
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
항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보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식으로 기회가 제
한된다. 이에 비해 전문직종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자영업 등은 자유
롭게 사업등록을 할 수 있다.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
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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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머무는 이른바 ‘기러기 부부’26)로 

살았던 화교들도 있다. 그러나 대만 역시 사람들이 한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을 외성인(外省人) 혹은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27)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의 문제28)가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공부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한국 화교 중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재이주를 결행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애초 제가 자라는 그 당시에는 대만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대만으로 유

학 가는 이유가 점수를 좀 대우해 주죠. 외국에서 보는 시험은 같은 시험지인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점수를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가기가 좀 수월

했습니다. 대만에서 학교를 나온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마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대만에서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하는 이유가 

26)  자녀의 유학이나 자신들의 취업 상 거주지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
을 뜻하는 ‘기러기 부부’나 ‘기러기 가정’ 혹은 ‘기러기 아빠’와 같은 표현들은 
한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화교들이 간간히 쓰는 표현일 뿐 중국어나 화교들의 
표현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다. 간혹 자식의 대만 유학생활을 위해 아내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는 남자들에게 친구들이 농담 삼아 ‘광궐’(光棍儿)이라고 부
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로 홀아비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단션한
(單身漢), 왕라오우(王老五), 두션쯔(獨身仔)가 있으며 모두 ‘홀아비’에 해당
되는 표현이다.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정말 친한 사이일 경우에만 
농담으로만 칭해진다.  

27)  본성인(本省人)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만 사회에서 화교들은 외성인(外省人)
으로 구분되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 태어난 화교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김기호 2005: 49). 400여 년 전 대만에 이주해온 푸젠성
(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출신을 합쳐서 본성인이라 하고 1945년 국민당 
정부와 함께 넘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구분 역시 선거 때마다 바뀐다고 한다. 선거가 많은 대만에서 선거 때마다 정
치인들의 편 가르기 때문에 대만에 이주한 화교들은 “여기서는(평상시에는) 
본토사람, 선거 때는 외성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도 선거 때의 
편 가르기가 익숙해져서 한국에서 대만에 정착한 화교들은 오히려 그렇게 나
눠져서 불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28)  병역문제는 화교들이 제일 싫어하고 말하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대만에서 살기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싶은 것이 화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
국 화교들의 경우 대만의 대학에 진학한 후 대학재학 시절 받는 6~7주의 군
사훈련은 거의 모두 받았지만 졸업 후 한국에 다시 갈지 대만에 정착할지 앞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만에 
정착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대개의 경우는 군대를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
이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에서 남자의 경우 만 16세 이상은 학생 신분
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 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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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맞고. 맞는 이유가 첫째 직장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직장을 못 찾아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죠. 

나머지 10%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식당 쪽으로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지

금까지도 외국에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자식이 없다보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

다. 자식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느냐에 생각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문

제가 첫째거든요. 지금 애들한테는. 여기 와서 교육받는 면이 부족하다 보니

까 자식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들 하실 거예요(위

엔○○, 남, 47세, 인천 차이나타운 내 민예품점 운영). 
 

그러나 화교들 중 한국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대만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자식들만 대만의 대학에 보내야 

할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자신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하고 결국 한국에서 임종을 맞이할 텐데 

과연 누가 노인이 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장례를 치러주며, 사후에 

제사를 지내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많은 한국 화교들은 

자식들에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느 나라든)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적어도 한 명 정도의 아들, 특히 

장남(長男)은 한국에 남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가정 내의 갈등 요소들이 

있을 경우 2남이나 3남이 재산상속을 받고 제주(祭主)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부친 사후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할 경우 장남이 남아서 

한국에서의 재산과 묘소를 지키기도 한다. 만일 피치 못하게 장남도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면 묘소를 해외로 이장하기도 한다. 만일 

딸만 있다면 굳이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 중에 한 명이 남아 제사를 

지내주기를 원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도 외동딸이 남아서 죽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 쳰마마(75세)로 불리는 

이 여성은 자신 역시 결혼 후 외동딸을 두었는데 이 딸에게 재산상속을 

하고 자신의 제사를 지내게 할 예정이다. 김광억은 제사를 받들 자손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상호 비교해놓았다.29) 즉 한국에서는 아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을 젖혀두고 양자를 들이는 한국과는 달리 딸에게 가계를 

29)  김광억, 「祖上崇拜와 社會組織의 原理: 韓國과 中國의 比較」,『한국문화인
류학』, 18집(1986),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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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케(이 경우 데릴사위를 들인다) 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치찌(忌祭)나 니엔지에지(年節祭)는 반드시 장남이 제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윤번제(輪番制)로 지내기도 하며 분가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는 부모의 신주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모시고 빠이빠이(拜拜)를 행한다. 또한 중국에서의 제사는 재산상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재산상속을 받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기도 

한다. 

한국 화교들은 꼭 장남만이 제주가 되진 않지만 되도록이면 장남이 

제주를 맡기를 원하며 장남에게 재산상속을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와 장남이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른 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을 만큼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한 

화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장남 위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한국에 남아야 할 아들이 과연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화교들에게 이러한 자식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상황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늘어났던 한의대의 

신설 및 화교들에 대한 특례입학의 기회였다. 당시 한국사회에서 

기업체나 공무원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화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영업밖에 없었으며 다른 직종을 선택하려면 대만이나 

미국으로 유학하거나 이주할 수밖에 없던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한국 대학에서 화교 학생들의 한의대 특례 입학을 허용한 것은 

화교사회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화교 

부모들은 당시 자녀들을 한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대학과 

관련된 인맥과 연줄을 찾아다니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열성적인 부모들 덕에 당시 입학했던 화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실력과 재력을 겸비한 한의사가 되어 화교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30)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화교 한의원이 

한국 한의업계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1985년 대한한의사연합회의 

30)  그러나 입학 후 중도 탈락한 학생들도 꽤 많았다. 한자로 씌여진 원서들이 많
은 탓에 처음 입학 후에는 한자에 익숙한 화교학생들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
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학문의 난이도가 높아져 중도에 탈락하거나 
자진해서 그만 둔 학생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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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따라 ‘漢醫師’를 ‘韓醫師’로, ‘漢醫院’을 ‘韓醫院’으로 개칭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31) 또한 한의대의 특례 입학도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시작했다.   

왕: (저는) 화교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경주 동국대학교 한의대 나오고. 

우리 그때부터요 한의과대학이 갑자기 화교들의 인기종목이 되요. 

연구자: 그때부터라고 하면?

왕: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갑자기 다들 한의사에 갑자기 눈이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유망종목은 아니었어요, 한국사람한테는. 근데 

화교들은 그쪽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야오: 그때만 해도 한의대학에 교수가 없었어요. 누가 와서 교수하냐 하면 한

의사 와서 교수하고...

왕: 화교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요. 지금은 한방이 최고 인기 종목이에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학생들 한의대 하면 별로...“의대 

가지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특히 부각을 나타낸 건 뭐냐면 80년대 초중반

부터... 그때 우리 야오목사하고 한 클라스(class)에 화교가 37명. 한과에 148

명이었는데 화교만 1/3 차지했어요. 25% 차지했어요. 전무후무해요. 화교들

이 한 클라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사상 처음이에요. 그 후

로도 없고 그 전으로도 없어요. 

야오: 다른 전망이 없으니까..

왕: 왜냐면 화교들은 기업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회사(를)

차린다는 것도 불가능 하고...능력이 없으니까..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회

사 차린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말하자면) 어려운 환경이죠. 안 해 봤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한

의사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중략)

왕: 한의사나 일부는 선택된 케이스죠. 부모들이 미리 생각해서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라 해서 길을 선택해줬는데 아직까지 80%는 짜장면집이에요.

    (왕○○: 남, 45세, 한의사/ 야오○○: 남, 49세, 목사, 과거 한의대 입학 

후 자퇴).  

그러나 왕 씨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한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의 학과에 진학한 화교들은 졸업 후 취업이나 승진에 

가로막혀 집에서 부모의 음식점 일을 거들다가 결국 부모의 대를 

이어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화교들 역시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창이나 같은 연배들의 모임에서는 자식 자랑을 

31)  박현옥·박정동,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
구』(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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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는 한국에서 약사나 한의사 혹은 의사, 

둘째는 대만에서 교사, 딸들은 대만 혹은 미국에서 박사나 사업가와 

결혼해서 잘살고 있다”고 하면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 

케이스이다. 즉, 자식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다른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성공한 경우가 전형적인 성공사례인 것이다. 

한 사례로 화교인 P씨(65세)는 6남매를 두었는데 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다. 

 

큰아들은 현재 인천 S동에서 한의원하고, 큰딸은 (대만에서 대학 졸업 후 미

국으로 취업해서)미국 뉴욕 맨하탄 은행에 근무하다가 남편(재미 중국인)을 

만났는데 남편은 향수병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 잘살어. 작은 딸은 태

국 화교와 결혼했는데 역시 부잣집이고, 셋째 딸은 대만에서 대학 나와 교사

하다가 박사(학위)가 3개인 사위와 결혼했고, 막내딸은 K음식점(예전 대형 중

국음식점) 하던 집 아들(화교)과 결혼했고, 막내아들은 H대 전자공학과(서울 

소재) 나와서 제주도에서 여행 가이드 하고 있어. 막내아들 여행사 하나 빨리 

차려 줘야 하는데...   

이 화교는 너무나 ‘자식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화교들이 시샘할까봐 

남들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32) 셋째 

딸의 혼사에는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딸이 한국 화교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살라고 대만에서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타이베이시(台北市) 

스린구(士林區) 치산로(至善路) 쪽의 국립고궁박물원 주변에 비싼 집을 

얻어 가족들이 번갈아가면서 몇 년간 같이 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P씨는 박사학위가 3개인 셋째 사위를 얻었다. 이 화교는 첫째 아들이 

한의대를 졸업하자 인천에 한의원을 차려주었다. 막내아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좋다고 했으나 막내아들이 한국에 남기를 

원해 앞으로 막내에게 한국에서 여행사를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뒷바라지라고 한다. 아들들에 비해 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공부하고 결혼하도록 장려했다고 한다. 네 딸 중 

세 딸이 현재 미국, 태국,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는 시간이 나면 

현지에 가서 딸들을 만나고 오기도 한다. 가면 딸의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오는 것이 일이지만 너무나 즐겁다고 한다. 

32)  화교들에 대한 현지조사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기
본적인 신상조차 비밀로 한다는 것이다. 화교사회가 좁아 자식들에 대한 얘기
를 할 경우 금세 소문이 나며 소문도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어 “누구 자식은 
어떻고...”하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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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명절인 춘제(春節)는 해외의 손자손녀들이 한국에 모두 
모이는 때이기도 하다. 그는 손자손녀들이 모여 같이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놓고 흐뭇해한다. 이 사진 옆에는 이 

화교 부부와 아들 딸 6남매가 같이 모여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그러나 P씨의 경우는 ‘행운’에 속하는 것일 만큼 드문 사례이다. 

대다수의 경우 첫째 아들이 한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의 취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놀면서 부모의 음식점 일을 돕고 있으면 부모가 

음식점을 물려주거나 중국식 계(契)인 후이(會)를 통해 새로 음식점을 

차려주는 경우가 많다.33)

한국사회의 신분상의 불안과 사회의 차별에 대한 화교들의 반응 중 

하나는 위의 사례들과 같이 교육을 통한 자녀의 신분상승이었다. 이는 

자식들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삶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대리만족의 

방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묻힐 이 땅에서 후손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조상숭배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IV. 한국사회의 세계화 정책과 화교의 대응

1992년 한중수교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에 

대한 정책은 상당부분 완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34)이라는 점에서도 

법제도의 개편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33)  필자가 조사한 화교 가정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국내 대학의 
미술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교사임용이 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의 음식점 일
을 돕다가 아예 배달통을 들고 음식 배달을 나가기 시작한 자녀도 있었고, 대
학의 관광학과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집안일을 돕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다. 

34)  김준우·안영진은 송도경제자유지구 개발의 배경과 동인에 대해 외국자본으
로 대표되는 시장에 의해 세계화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었다기보다는 ‘세계화
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준
우·안영진,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동인」, 『한국도시지리학회
지』, 9(3)집(2006),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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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화교와 관련된 개정 법률 및 시행령, 규칙

연  도 법률 및 시행령 명 내             용 

 995.12.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법무부령 417호.

거주(F-2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최장체류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1998.5.25. 

법률 제5544호로 
전문개정

‘외국인토지법’ 
제정(‘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 

종전 개인의 경우 660㎡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 취득에 대한 제한과, 법인의 경우 
사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 국내거주여부, 사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1999.3.8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교육부령 741호) 

제12조 (외국인학교)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인가 할 수 있다(종전의 ‘조약·협약·협정이나 
외교관례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가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로 변경됨. 이에 따라 
종전 외국인단체로 되어있던 화교학교가 각종학교로 
분류됨).

2002.4.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17579호)

1. F-2(거주)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F5 
영주권을 부여한다. 
2. F5 영주권소유자에 13단위의 숫자를 외국인 
등록증번호로서 부여하고, 전의 등록증 및 번호는 
실효 된다. 

2005.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7681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화교 4세대에 있어서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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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동·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의 중국음식점과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큰아들을 한의대에 보내려고 재수까지 시킨 판○○ 
씨는 2005년 지방의 한의대 특례입학전형에 아들을 지원시키면서 

시험과 면접에 같이 따라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학부형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자식들 시험 때 다 따라다니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특례입학에 지원한 조선족, 탈북자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멀리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도 한국교포들이 대거 특례입학에 지원하고 있었다. 

저희들이 대학교 문젠데...제 아들이 1년 전에 졸업했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 한의대 지망했거든요. 이번에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갈 예정인데. 화교

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특례로 들어갑니다.(중략) 화교들이 지금의 교육 받

고 재미교포나 재일 교포나(따라 잡을 수 없어요)...제가 따라 가봤는데 파키

스탄교포, 일본교포, 미국교포, 영국교포 많이 모여요. 한국 대학교 지망할려

고... 우리 화교의 실력 갖고는 앞으로 한국의 대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느

냐. 예전 같으면 저희들 세대에서는 한의대 들어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지금 실정에서는 문

호를 개방한 이후부터 한국의 경기가 사니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

재 화교들이 그 실력 갖고는 대학교가 진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 대만 그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받고 싶어도 조건이 되면서

도 안돼요(판○○[47]). 

결국 판 씨의 아들은 재수까지 했지만 한의대 입시에서 낙방하고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판 씨는 현재 아들보다 공부를 잘해온 딸을 

연세대 치의대에 입학시키려고 분투 중이다. 심지어 연구자에게까지 

딸의 입학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례입학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 딸의 특례입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특례입학은 더 이상 화교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화교들이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한국의 유명 대학이 

아니면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점차 

세계화 되면서 화교들의 대학입학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한국 내 이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있어 이주민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쟁은 단지 자녀의 교육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억압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차별로 가득 차 있던 한국사회를 등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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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사업을 하러 10년 이상을 돌아다녔던 판씨 역시 법과 

제도의 변화를 기점으로 인천 북성동·선린동 일대 차이나타운에 

정착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뿌리 내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신도시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의 잇단 발표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통적인 

차이나타운의 경제적 번영이 계속 유지될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현재 

차이나타운에서도 지방정부와의 의견 조정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에 

혈안이 된 한국인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도 필요하며 

1992년 이후 중국대륙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신화교(新華僑)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했듯 한국화교들 역시 

완화된 법과 제도에 안도할 새도 없이 변화된 한국사회에의 적응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가야 하는 시점에 놓인 것이다.            

V. 결론 

거주국인 한국사회의 그동안의 차별과 배제정책으로 인해 한국 화교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후이(會)나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실천 속에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조상숭배관념과 제사 등은 거주사회를 ‘장소’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한다. 즉, 이미 한국화교들은 한국사회를 일종의 경험과 

정체성이 없는 비장소(non-place)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실제적 장소로서 인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주민인 

화교의 거주국에서의 독특한 지연(地緣) 및 혈연(血緣)의 개념이며, 

여기에 전통적인 조상숭배관념이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감각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있어 현실로 

나타나고 전략화 된다. 자녀라고 할 수 있다.35) 이제 세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속인주의, 시민권의 개념, 이주의 개념들이 

화교사회의 문화와 전략을 통해 새롭게 재고(再考)되고 있는 것이다. 

35)  화교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노인들의 경우 더 이상 불이익 조치나 불
편함을 느끼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각종 세금을 다 내면
서 오랫동안 살아온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한국 친구’들처럼 공짜 지하철 표
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인식해왔다. 이밖에도 교육세를 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해 학비 부담이 가중되었
던 화교자녀의 교육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연합뉴스, 「<’복수국적 
허용’ 진단>: ③당사자들의 입장(完)」[200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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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ce Recognition and Migrationism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 Focusing on Ancestor Worship and Child Education
 

Chang-Ho Lee

 In Korea most of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were 

disintegrated and many overseas Chinese turned to low end 

restaurant business for survival in face of the anti-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and urban planning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ing dispersed to different cities they can only 

affirm their cultural identity through social and family events like 

hui, wedding, funeral, and other annual events. They became more 

and more a spatial community instead of a territorial community. 

 But owing to the conceptions of ancestor worship and 

memorial service for one's ancestors host society is recognized 

as 'places' by overseas Chinese in Korea. In other words, although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recognize host society as a non-

place, lacking experience and identity, they also consider Korea 

as the actual place where they will be buried.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overseas Chinese's special 

ideas of diyuan (地緣) and xueyuan (血緣) which are combined 

with their concept of traditional ancestor worship. Such a sense 

of place is actualized in their strategies for child's education and 

career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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