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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들 간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 . 

히 두 집단 간의 편견이 상호 접촉에 의해 감소하거나 혹은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외국인 집지역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 양상에 따라 서로에 , 

대한 거리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했다 최근 대림동 일대의 중국 . 

출신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갈등이 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두 집단 , 

사이의 접촉 맥락이 미치는 효과가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민족적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사이의 편견이 그들의 접  

촉 양상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에서의 접촉이나 피상적이고 우연한 , 

접촉 분리가 뚜렷한 주거공간에서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 

하는 반면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 

킨다 외국인 집지역에서는 두 집단이 주거환경을 공유하며 서로간의 .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국인 집지역 내 거주자들, 

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단순히 정치적 태도나 미디어의 영향을 넘어서, 

실제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경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 이주민이 그들만. , 

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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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역 내에서 중국출신 이주민과 한국인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은 서  , , 

로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 , 

촉하는 외국인 중국 출신 이주민 이 많을수록 이들을 동료로 수용하는 ( )

경향이 있지만 배우자로 수용하는 태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배우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 

국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을 그들의 동료와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국인 만큼 친 하게 지내는 한국인이 있

는지 여부였다 또한 직장에서 이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 

편견을 크게 악화시켰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 

직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차별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직장  , 

이나 이웃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이지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 ,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가구소득 .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한국, 

에서 차별경험은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  

도가 높을 때 크게 완화되었지ㄴ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차별경험과 직장에서의 , 

접촉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 두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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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의 편견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인식에 미치는 접

촉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들이 접촉빈도에 따른 태도변화, 

에만 주목하였다면 이 연구는 접촉의 맥락과 관계의 깊이 등 접촉의 다, 

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주요어 외국인 밀집지역 중국출신 이주민 상호인식 접촉 주거환경 : , , , , 

만족도 사회적 거리감 , .

학  번: 2016-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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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  

선가능성이 낮고 차별이나 멸시를 동반하는 혐오로 발전할 수 있, 

다 특히 이주민 집단은 언어나 피부색 생활습관 등에 .(Allport, 1953) , , 

있어서 이질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수집단의 편견의 대상

이 되기 쉽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마치 소수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다. 

수집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소수집단구성원이 주류사회에서 살아남, 

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여겨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은 출신 국적과 피부색 사회경제적 지위로 , , 

인해 비하표현을 경험하고 더럽고 시끄러우며 냄새나고 배려심이 없다, 

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 

를 빼앗는 외국인 노동자 돈 때문에 팔려온 결혼이주여성 잠재적 범죄, , 

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취급되며 관공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일상적/ , 

인 무시를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 2017:125)

한국인은 보통 이주민에 대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사회에   ,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를 평가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이주민을 바라보, 

는 인식에 대한 성찰은 현저히 부족하다 심규선 이윤석 김두섭 김석호.( · · · , 

다행인 것은 단일민족의 신화에 근거해 이주민을 타자화 하는 태2017) 

도는 차츰 줄어들고 이들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 받

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Kim·Yang·Noh, 2015) 

러한 시민적 정체성의 증가가 이민족 집단에 대한 전반적 포용으로 이

어지지 않고 전통적인 서구 선진국 출신이나 한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주민 집단에게만 선택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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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지적된다 가령 한국인은 미국인을 유난히 가깝게 느끼고 중국인. , 

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멀게 느낀다 이러한 동남아(Kim, 2015). 

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이

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주민은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  

고 고통 받는 객체로만 간주되지만 이주민들 역시 한국에 정착해 살면, 

서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강/

화해간다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이나 한. 

국인과의 접촉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접촉의 영향력은 접촉, 

의 빈도 주기 규모 맥락 등에 따라 변한다 예컨대 국내 이주노동자의 , , , . 

경우 한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

김석호 김상욱 한지은 그러나 작업장에서 상하관계를 전제로 이( · · , 2009) 

루어지는 접촉이 지속되면서 접촉에 의한 호의적인 감정의 형성은 중단

되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이 그 자리를 차, , 

지하기도 한다 김석호 정기선 이정은 여정희 하헌주 역사적으로.( · · · · , 2011). 

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가진 조선족과 한국인 간 접촉도 조선족

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이는 조선족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느낌과 감정이 접촉 당사자들의 사

회경제적 지위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들 한국인이 조선족에 보, , 

여주는 태도 등 접촉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기선.( 이선미· ·

김석호 이상림 박성일· · , 2010).    

이 연구는 이질적인 민족 집단 간 편견에 대해 다룬다 특히 한국사회  . 

에서 이주민으로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집

지역을 이루고 있는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된 편견을 양쪽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두 집단 간 . 

편견이 상호 접촉에 의해 감소하거나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상술한 것처럼 조선족과 한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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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중국 국적의 이주민은 전국 각지에서 집락을 이루고 살아가

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적 이주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해 .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그러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 

할지라도 아직은 폐쇄적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이주민

과 한국인 간의 접촉이 지극히 적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그 대안으로 이들이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을 . 

선정하여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동시에 조사하여 접족이 편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이주.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대림역 으로 대표되는 서울 내 중국인 집중거주지역과   “ ”
시흥과 안산 단원구 일대의 외국인 집지역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접촉지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우.( , 

접촉지대에서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2017)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재생산된다 접촉지대 내 한국인과 . 

이주민간의 관계는 향후 이주민 유입이 더 증가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 

역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을 제기한다 국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에 .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더 많은 편견

을 가지고 있다 민지선 김두섭.( · , 2013)

본 연구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할 것으로  

고 예상되는 외국인 집지역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 양상에 , 

따라 서로에 대한 상호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서로에 대한 ,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 

과 이주민의 상호인식에는 접촉의 빈도뿐만 아니라 접촉의 맥락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한국인과 이주민에게서 접촉맥락의 영, 

향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주목하는 것은 최근 대림동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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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접촉과 갈등 그리고 오해가 일상생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불만들에 의해 야기되고 이러한 불만들, 

은 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환경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효민 김석호 이상림.( ·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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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편견의 심리

1) 편견의 원인과 결과

편견 은 그 어원이 라틴어 으로 이전에 내려  (prejudice) "praejudicium" , "

진 결정이나 경험에 의거한 판단 을 의미했다 은 중세시대" . praejudicium

에 들어와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내려진 판단 혹은 성급한 일"

반화 의 의미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이에 감정적 태도가 추가되어 충분" , "

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

다.1) 편견은 고정관념 과 구별되는데 고정관념은 단순히 이 (stereotype) , 

전에 내려진 판단에 대한 동의나 지지를 의미하는 반면에 편견은 상대, 

방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태도가 추가된 것이다.

편견은 그 경로가 무엇인지 또는 믿을 만한 경험을 일반화한 것인지  

에 대한 의심과 확신 없이도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가령 . 선택적 노출이론은 한 번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

념이 만들어지면 그에, 반하는 경험이나 정보는 쉽게 무시되지만 기존의  

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경험과 정보는 의식적으로 축적된다고 주장한

다.(Sullivan, 2009; Hart·Albarrac n·Eagly·Brechan·Lindberg·Merrill, í
2009) 때문에 편견이 한 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 

는다 또한 낙인이론에 따르면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해당. 

1) “prejudice, n."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June 2017, 
www.oed.com/view/Entry/150162. Accessed 17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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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낙인이 되어서 집단 간의 적대감을 부각시키고 소수집단에 , 

대한 배제와 차별로 나아갈 수 있다 다수집단은 정상성을 .(Levin, 2009) 

규정하고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만 이때의 , , 

정상성 규범과 일탈에 대한 제재는 항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 

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소수집단 구성원의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사회

적이고 규범적으로 제한한다.(Becker, 1973) 뿐만 아니라 편견은 또 다

른 편견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편견은 집단의 집단에 대. A B

한 적대감과 집단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낳고 동시에 어느 한 집B A , 

단만의 정상성 규범과 편견을 확산시킨다. 

타자에 대한 편견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지만 부정적 편견은   , 

그 진화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Levin(2009)

은 편견으로부터 타자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분석한다 그에 . 

따르면 비하적 농담이나 전형화 몰이해적 발언 등의 편견 은 같은 , , (Bias)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정당화되고 부정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 

용하며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욕설 증상에 대한 별명 조소 등 개인. , , 

차원의 행위가 나타나고 나아가 경제 정치 교육 주거 상의 분리와 사, , , , 

회적 배제와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살인 강간 폭행 테러. , , , , 

방화 등 편견을 기반으로 한 폭력행위나 극단적인 경우 집단학살이 일, 

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확장이 항상 순차적인 진화를 거치지는 않으며. , 

때로는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한 번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 요한 것은 적대가 그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이다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소수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견과 . 

부정적 경험이 빠르게 확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정사실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 , 2017:8) 

자신과 비슷한 생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 편견을 정당화하, 

고 부정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편견을 재생산하며 다른 , ,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한다 편견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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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표현, 

되는 순간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위를 강화한다, .

편견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알포트 는 편견  (Allport, 1958) 을 갖게 

되는 개인적 요인과 편견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구분한다 우선 . 

개인들이 편견을 갖게 되는 요인에는 어린 시절의 학습 동조, , ① ② ③ 

좌절 내적갈등과 이를 다루는 방식 무의식적 투사 등이 있다, , . ④ ⑤ 

먼저 부모의 강압적이고 엄한 양육방식 외 과 비일관적 , (Harris , 1950)

양육방식 외 은 자녀를 더 편향되게 만든다 재(Adorno , 1950) . (Allport 

인용, 1958:254) 둘째는 동조로 노엘 노이만 , (Noelle-Neumann, 2004)

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

는 사람들은 다수 의견에 동조하라는 압박에 순응하기 때문에 편견을 

재생산한다 셋째 좌절은 어떤 상황에 의해 좌절감과 불안을 느끼는 개. , 

인이 취약한 타인 희생양 을 공격함으로써 전위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 ) . 

러나 순간의 전위는 애초의 좌절을 모두 회복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에 

공격 타인에 대한 편견 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 ) .(Allport, 1958: 347) 

넷째 내적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편견에 대하여 양심의 가, 

책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편견과 양심 사. 

이의 내적 갈등에 따라 어느 것을 억압하고 합리화 혹은 타협할 것인, 

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지, . 

막으로 무의식적 투사는 타인 혹은 어떤 집단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다 예. 

컨대 자신의 피해의식이나 콤플렉스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집단에 대

한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의 좋은 특성을 부정하고 경멸하거나, 

타인의 행위동기와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Allport, 1958: 320) 

다음으로 편견을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사회 내에서의 문화적 이질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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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기본, 

적인 조건이다. 둘째 급격한 수직이동이 발생한 상(Allport, 1958: 200) , 

황은 편견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지위의 상향이동을 경험한 개인은 하. 

향이동을 경험한 개인보다 소수집단에 대해 높은 편견을 가지고 있

다 셋째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아.(Bettelheim & Janowitz, 1950) , 

노미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희생양 을 “ ”

찾게 되고 그에 따라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증가한다 넷째 의사소통, . , 

의 장애는 편견을 발생시키기 쉬운데 특히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게 잘 , 

알려지지 않아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편견을 

배가시킨다 다섯째 다수집단이 평소 자신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도록 하. , 

는 문화와 관습을 가진 경우 그러한 공격성을 드러내도 좋은 사회적으, , 

로 허용되는 정당한 희생양을 찾게 된다 여섯째 소수집단이 그들만의 . , 

문화를 유지하며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 , 

우리와 완전히 섞여서 동화되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편견“ ” 

이 유발된다 일곱째 실제적인 경쟁과 위협이 심각한 상황 여덟째 공. , , , 

동체가 소수집단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 아홉째 소수집단의 , 

규모가 크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전통, 

적으로 당연시되는 상황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더 

쉽게 발생하도록 만든다.(Allport, 1958)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 및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주  

류사회에 확산되면 편견은 더 이상 개인적인 정서와 인식으로 남아있지 , 

않고 사회적인 무시와 차별로 발전하는데 이는 다시 이주민들이 주류집, 

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는 가장 흔한 근거가 된다 김석호 외.( , 

존슨과 루씨는 이에 나아가 이주민들의 내면화된 차별이 주류집2011) 

단에 대한 적대감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Johnson & Lucci, 2003) 

소수민족 집단의 주류집단에 대한 편견은 주류집단의 편견과 마찬가지

로 현실적인 경쟁이론이나 강력한 내집단 편향성 등으로 설명되기도 , 하



- 9 -

며(Conley·Rabinowitz·Matsick, 2016) 동시에 주류사회와의 긍정적인 , 

접촉에 의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Tropp & 

Pettigrew, 2005)

2) 집단 간 편견과 접촉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편견은 한 번 형성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편견  ? 

은 상대와의 직접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사라질 수 있다 파크와 . 

버제스 에 따르면 상이한 두 집단이 만나면 경(Park & Burgess, 1921)

쟁 투쟁 적응 동화의 사회적 과정 을 거치게 된다 초기, , , (social process) . 

에는 유한한 자원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경쟁 이 일어나는데 이때 경쟁' ' , 

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기도 한다 경쟁과 달리 투쟁 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며 항상 의식적이고 . , ' ' , 

직접적인 접촉을 매개로 한다 이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각 집단은 갈등. 

의 원인이 되었던 집단의 문화나 질서를 수정하고 상호공존을 위해 적'

응 하기 시작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동화 의 ' , ' '

단계를 밟는다 알포트 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이 항상 순차적. (1958:227)

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적응과 동화에서 투쟁으로 후퇴하기도 한다는 , 

점을 지적하였다. 

부정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적응과 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  

촉의 성질에 주목해야한다 어떤 맥락에서 얼마나 .(Allport, 1958:228) ,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따라 접촉, , 

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알포트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 , , ①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의 접촉, , ② ③ 

직장에서의 접촉 등 각 상황에 따라 타자에 대한 편견은 다르게 나④ 

타난다. 

먼저 낯선 외집단 구성원과의 피상적이고 가벼운 접촉은 빈도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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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에 의해 해당 외집단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불쾌한 연상을 강화시"

킨다 이때 빈도의 법칙이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law of frequencies) 

떤 이미지가 가벼운 접촉 횟수가 늘어날수록 강화된다는 것으로 그 이, 

미지가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그 편견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 

인해주는 특정한 표식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외집단 구성. 

원과의 피상적이고 우연한 만남은 자신의 편견을 강화한다.

둘째 외집단 구성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기제가   

된다 그레이와 톰슨 은 조지아 주 흑백 학생. (Gray & Thompson, 1953)

들의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명 이상의 외집단 구5

성원과 친분이 있는 학생들은 흑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이 일관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유진 은 한국인들 역시 특정 국가 출. (2013)

신의 지인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유의하게 낮

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 접촉은 피상적이고 우연한 만남과 친분  , 

에 의한 접촉 주거환경 내부의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이해 등이 섞여있, 

기 때문에 접촉의 효과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소수민. 

족집단의 지역적 분리는 소수집단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러한 가시성의 , 

증가는 소수집단의 규모나 영향력을 실제보다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

게 한다 년 분기를 기준으로 영등포구의 .(Allport, 1958: 232) 2017 2/4

중국인 조선족 동포 포함 인구는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에 비하( ) 31,849

면 얼마 되지 않지만 서울 지역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 법무부.( , 2017) 

만약 중국인들이 서울시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면 대림동 가리봉・
동 일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겠지만 중국인 집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 

지역이 위협적인 곳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 집지역. , 

에 거주하는 백인과 집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백

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후자는 흑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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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하고 위험하며 더럽고 냄새난다는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 

전자는 자신의 자녀가 흑인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흑인이 열등감이 , 

심하고 편견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응답했다.(B.M.Kramer, 1950; 

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석은 소수민족 집지역에 거주할Allport, 1958 ) 

수록 그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추상적 혐오는 사라지지만 소수집단이 , 

다수집단에게 일상적 관계에서의 불편이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한 위협

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소수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은 오히  

려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제대군인 집단의 흑인에 대한 . 

태도를 보면 흑인을 비숙련 노동자로만 알고지낸 백인은 만이 흑인, 5%

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숙련직 전문직 흑인과 함께 일한 경험, /

이 있는 백인들은 가 흑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64% .(MacKenzie, 1948)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국내 중소기업 관리자, 

들은 자기 회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설동훈 또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외.( , 2013) 

국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 가 로 나빠졌다 는 응답 보, ' ' 48.5% ' ' 4.2%

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오계택 외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에 10 .( , 2007) 

고용된 이주노동자들 역시 한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직장에서 이주, 

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석호 외.( , 2009) 

그러나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이 항상 상호이해를 높이고 서로에 대  

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접촉 이전에 상대에 대한 .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직접적인 만남이 오히려 태도극화

를 낳을 수 있다 태도극화란 특정 이슈에 대해 (attitude polarization) . 

개인이 자신의 태도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는 여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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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의 태도가 더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태도극화가 나타나(Lord·Ross·Lepper, 1979) 

는 이유는 편향적인 정보처리 과정 때문인데 편향적 정보처리의 형태에, 

는 선택적 노출 동종친화성 선택적 인지와 기억 편향동화, (homophily), , 

가 있다 김하늬 정낙원 선택적 노출은 자신(biased assimilation) .( · , 2016) 

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고 동종친화, 

성은 자신과 입장이 동일한 사람들과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편향동화는 자신의 논지를 확증하는 증거는 유의하고 신뢰할 수 . 

있는 가치로 수용하는 반면 부정적 증거는 무관한 것으로 신뢰하지 않, 

으며 혹평하는 경향 으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태도가 (Lord et al, 1979) , 

더 극화된다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중국인 한국인 . /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한다면 이는 편향동화로 인한 태도극

화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역 내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접촉은 우연히 .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적인 인지와 기억은 가능할지라도 자신의 편견, 

을 확증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 또한 동종친화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상호작용하는 적극. 

적 혐오주의자이 전체 주민사회에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편견의 측정 사회적 거리감: 

편견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이자 구체적인 인식 내용  

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문항으로 포착해내기 어렵고 시간에 따른 편, 

견의 변화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사회에서는 년대 말부터 . 1920

인종적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이 꾸준히 이루(racial attitudes)

어져왔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국인들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 

견을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 척도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측정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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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견의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거쳐 척도의 타, 

당화와 안정화를 이루었을지라도 다른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척도들

이 많지 않다 년도에 만들어진 다요인 인종 태도 조사. 1967 (Multifactor 

와 년대에 개발된 현대 인종주의 Racial Attitudes Inventory, MRAI) 80

척도 신인종주의 척도(Modern Racism Scale, MRS), (New Racism 

흑인에 대한 선호도 설문Scale, NRS), (Pro-Black/Anti-Black Attitude 

년대 초에 만들어진 흑인에 대한 태도Questionnaire), 90 (Attitudes 

백인에 대한 태도toward Blacks, ATB), (Attitudes toward Whites, 

등은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연구의 척도로서 검증받은 몇 안 되ATW) 

는 편견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미국사회의 오랜 , . 

인종적 분쟁의 역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맥락적 배경이 전, 

혀 다른 지역에서는 편견의 대상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미국의 인종지표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 그 자체와 인종 관련 정  

책 예컨대 소수자 우대 정책 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많- -

다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Kuklinski & Parent, 1981)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이유로 해당 집단 구성

원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 혹은 인종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 

등 다양한 동기들을 모두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질문문항을 세. 

분화하여 다양한 동기들을 모두 추적하려고해도 미국과 똑같은 인종 관, 

련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공유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러한 문항들을 직, 

접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편견의 구체적인 내용 즉 외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  , 

정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할 것 이라는 내용은 시기에 따른 조금' '

씩 변화하기 때문에 단일한 척도로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흑. 

인에 대한 편견은 년대 초 니그로의 정신박약은 고등동물보다 조1930 "

금 나은 수준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Hinckley, 1932)

했던 반면 년 와 의 연구에서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도1988 Kats Hass " , 



- 14 -

시의 흑인 이웃들은 강한 공동체 조직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지 않다 등으로 변화하였다 재인용" .(Kuklinski & Parent , 1981)

간접적인 방법으로 응답자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척도  

로는 인종적 태도 척도 와 사회적 거리감 (Racial Attitudes Scale, RAS)

척도 가 있다 인종적 태도 척도는 년대 초 시(Social Distance Scale) . 90

다니우스와 그 외 연구자들이 만든 척도로 인종문제와 관련된 단어를 ,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긍정 부정적 태도를 점 척도로 체크하는 / 5

방식이다 그러나 제시되는 단어들은 소수자 우대정책 인종적 평등. ‘ ’, ‘ ’, 

미국의 흑인 대통령 외국인 백인 우월성 흑인 상사 멕시칸 이‘ ’, ‘ ’, ‘ ’, ‘ ’, ‘

주민 등으로 정책적 이슈와 인종 집단 특정 관계에 대한 태도가 뒤섞’ , 

여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Sidanius·Pratto·Martin· 

반면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특정 외집단에 대한 응Stallworth, 1991) , 

답자들의 태도를 내집단 구성원으로 수용가능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외집단에 대한 응답자의 편. 

견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 

사회적 거리감 개념은 짐멜 이 이방인 이  (Simmel, 1965) " (the stranger)"

라는 독특한 상호작용의 한 유형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생겨났다 김석.(

호 신인철 하상응 정기선 짐멜에 따르면 이방인은 특정 집단에 소· · · , 2013) 

속되지 않은 외부인 이나 잠시 집단을 방문하는 방랑자 와는 다른 의미" " " "

로 이미 내집단에 속해있고 해당 공동체에 참여하지만 다른 출신성분 , , 

때문에 토착 구성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짐멜은 이방인과의 .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evine·Carter·Gorman, 1976). 

또한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타자를 우리 와 그들 로   ‘ ’ ‘ ’

범주화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해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거나 외집단을 상

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 김혜숙 김도연 신희천 이주연.( · · · , 2011; Tajf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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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타자를 자신의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으로 Turner, 1979)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암묵적 시각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집단 구성원을 나의 동료로 친구로. , ,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부는 자신과 상대방 혹은 자신이 속한 (

집단과 상대방이 소속된 집단 의 관계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가에 달)

려 있다.

개인이 외집단 구성원을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측정한 지표가 보가더스 의 사회적 (Bogardus) ‘

거리감 척도 이다 보가더스는 인종갈등이 심각했던 년대 시카고에’ . 1920

서 인종 간 편견과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개발하였다 보가더. 

스 척도는 그 뒤 년간 번에 걸쳐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측정의 타당40 5

성과 안정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내의 (Wark & Galliher, 2007),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상호인식을 알아보기에도 가장 적합하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이라는 점에서 거트만 척도 의 전형(Guttman scale)

적인 예이다 단차원성은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이 오직 하나의 이론적 . 

개념만을 측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개에서 개의 . 5 7

문항들로 구성되는데 각 문항들은 가장 넒은 범위의 내집단에서부터 가, 

장 가까운 내집단 범위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보가더스 척도는 방문. “

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을 주고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7 , “ ”

에 점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6 , “ ” 5 , “
다 에 점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 4 , “ ” 3 , “

일 수 없다 에 점 마지막으로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 2 , “ ” 1

점을 준다 한편 누적성은 높은 수준의 친 감을 나타내는 항목에 그렇. “

다 라고 표명하면 낮은 수준의 친 감을 나타내는 항목에도 그렇다 라” “ ”

고 응답한 것으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응답자가 외집단원을 국민. 

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점 이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점 으(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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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며 점 항목에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항목에만 , 7 “ ”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편견이 심한 것으로 간주된다“ ” . 

그러나 보가더스 척도의 단차원성과 누적성은 시대와 장소 문화권에   ,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위계에 의한 순위 가정이 훼손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가더스 척도는 타자를 자기 나라의 국민 으. ‘ ’
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자신의 동료 나 이웃 으로 받아들이는 ‘ ’ ‘ ’

것보다 더 쉽다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러한 누적성이 적, 

용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다. 

른 이주민을 한국의 국민 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료 로 받아들이는 것‘ ’ ‘ ’

보다 어려워하고 이주집단에 따라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과 이웃으로 , ‘ ’ ‘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 과 나의 자녀의 ’, ‘ ’ ‘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단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석’ .(

호 외, 2013)

2. 접촉지대로서의 이주민 집지역“ ”

접촉지대 는 년 언어학자 프랫 이 구체화  (contact zone) 1991 (M.L.Pratt)

한 개념이다 프랫 에 따르면 접촉지대란 불평등한 권력관. (Pratt, 1991) “

계를 전제한 상황에서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과 충돌 투쟁이 일어나는 , 

공간 으로 타국에서 노예를 수입해오거나 식민지인 상황 등에서 접촉지” , 

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접촉지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화횡단. 

(transculturation)2)이다 문화횡단 은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 ‘ ’

2) 문화횡단 의 원어인 은 국내에서 문화횡단 지은숙 최 “ ” transculturation “ ”( , 2009; 

은순 이영진 문화변용 이대화 문화이식 주봉의, 2015; , 2016), “ ”( , 2017), “ ”( , 

최창섭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나 1985; , 1987) . transculturation

은 본래 주류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소수집단 문화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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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화회복의 

과정이다 문화횡단은 동화와 달리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Oritz, 1995) 

다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 

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민 .(Pratt, 1991) 

집지역은 주류사회의 문화와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가 만나는 접촉지

대 로 이곳의 거주자들은 상대집단의 문화를 가장 가까운 (Pratt, 1999) , 

곳에서 체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접촉지대 내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 

관계는 전체 사회에서 해당 이주민 집단과 선주민들이 어떤 관계를 맺

고 살아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실험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박.(

효민 외, 2016)

이주민 집지역 혹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ethnic enclave)3)는 이주

민에게 양가적 효과를 가진다 우선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는 전체 사회에. 

서 소수자집단에 속하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적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 

비용을 낮춘다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또한 소수.(Massey, 1990; · · , 1999) 

민족 집단거주지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이주민들은 그 공간 내에서 ,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족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정진성 그, ( , 2011) 

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인 문화변용 과 동화 와 구별(acculturation) (assimilation)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더 잘 반영. 

한다고 판단되는 문화횡단 을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 . 
3) 그러나 개념은 민족적 소수자들이 집하여 거주하는 생활공 “ethnic enclave” 

간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국내이민 상황에 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갖

는다 국내 외국인 중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이. 

주민이지만 법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민족인 동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 . 

컨대 다수의 조선족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는 소수민족 , 

집단거주지 가 아닌 특정 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

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immigrant encl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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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김.(

현미 이처럼 특정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이주민들에게 , 2014)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을 준다.(Kramer, 1970; Hummon, 1989; Gold, 1992; Abrahamson, 

나아가 이주민 집지역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민족1996) 

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승시, 

킨다.(Lin, 1998; Elliott, 2008)

그러나 소수민족 집  단거주지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막기도 한다 이민자 집단은 한 사회 .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집지역 내 모국인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서로의 연결망이 중복된다. 

이에 따라 모국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정보교환이 신속한 데 비해 새로

운 정보의 유입이 적고 구성원이 상호교환을 통해 혜택을 받기에 한계

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 내의 강력한 .(Menjivar, 2000) 

연대와 소속감은 이주민이 선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류사회에 진

출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주류사회 진출에, 성공한 이주민들이 모국인 네 

트워크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Massey, 1985; Portes 

이러한 효과는 이주민이 정주국가에서 & Zhou, 1993; Borjas, 1994)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늦추며 주류사회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를 , ・

좁히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주류사회와의 격차는 내국인과의 .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여 접촉지대에 살면서도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나, , 

내국인들이 이주민 집지역을 피해 떠나는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

다 정진성.(Bogue & Seim, 1956; , 2011)

한편 이주민 집지역을 비롯한 접촉지대에서는 이주민들도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박이수 의 연구에서 가. (2017)

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 씨는 한국인은 처음에 매우 방어적A “ ”
이며 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쉽게 마음을 안 주는 편 이라고 언급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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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시에 가리봉동에 사는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한국인들과 달리 , 

조선족을 잘 알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하“ , ”
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접촉지대 내에서의 한국인과의 접촉경험 뿐. 

만 아니라 입국 직후부터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경험한 내용, 

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경험이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조선족 . 

동포들은 이주하기 이전에 종사했던 업종과 교육수준 등 중국에서의 사

회경제적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 그중 중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이. 

주민들은 한국에서는 주로 위험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 판매직· 에 종사

하면서 교육수준이 낮고 험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받은 일상적인 

하대와 차별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한다 김석호 외 이 같은 직장.( , 2011) 

에서의 차별경험은 더 나은 임금을 제외하고 조선족 이주민들이 이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들은 한국인에게 드러내. 

지는 않지만 반대로 함께 일하는 자신을 차별한 한국 사람들을 배운 , ( ) “
게 없는 사람들 나만 챙기는 자본주의 특성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 “ ” “ ” 

다 김석호 외.( , 2011: 134)

3. 접촉지대 내 한국인의 인식

접촉지대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주민과 생활세계를 공유하기 때  

문에 이주민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접촉이론이 상이한 민족 간의 .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다고 주장한 것과 달

리 년대 미국의 백(Meer·Freedman, 1966; Sigelman·Welsh, 1993), 1950

인이탈 현상 은 두 집단 간의 평등한 접촉이 쉽게 일어나지 (whit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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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인이탈 현상이란 도심 .(Sigelman et al, 1996) 

내 지대가 저렴한 지역에 살던 백인들이 지역에 흑인 비율이 증가하면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나감으로써 그 지역이 게토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백인의 이주는 흑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혐오 때문이 

라기보다는 주거환경이 소수민족 집지역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특, 

성에 반감을 가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 

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지대나 교통뿐 . 

아니라 교육여건이 가장 중요한 거주지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 

내 중국출신 이주민의 자녀가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의 수는 더 가파르

게 줄어든다 접촉지대 내 주거환경의 변화양상은 그 지역이 소수 이주. 

민집단의 분리된 생활공간이 될 수도 있고 두 집단이 융합해 문화횡단, 

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은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감보다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선 외.(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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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지역별 한국인의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일반 지역과 접촉지대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다른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인 규모나 주거환경 만족. 

도 등 접촉지대 자체의 환경적 특성이고 둘째는 이주민과의 접촉빈도가 , 

더 높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접촉 지역의 역사적 공간적 특징 때문이다, · .

우선 접촉지대가 가진 환경적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통 외국인   ,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반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가 낮으며 이주민 증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박효민 외, .( , 2016) 

박효민 외 에 따르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다른 (2016) , 

지역 한국인에 비해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거주지 환경 ,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선족 동포와 중국 일본 동남아 출신 이주민에 대, , 

한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 

국인의 규모가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주민 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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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숙연 이는 접촉지대에 거.( , 2011) 

주한다는 특징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박신영 외 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2012)

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주거만족도나 다른 지역으로의 , 

이주의향 이주민들과 어울리려는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 

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환경관리 범죄 갈등 교육 문화. ‘ ’, ‘ · ’, ‘ · ’, 

경제활성화 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주민이 환경을 잘 관리하‘ ’ , 

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할수록 이주민과 어울릴 의향과 주

거만족도는 상승하고 이주의향은 낮아지는 반면 이주민으로 인해 범죄, 

와 갈등이 증가한다는 입장은 교육 문화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과 ·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 

집지역 내 한국인에게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주민과의 접촉빈도이다 송유진 에 따르면 외국인 집  . (2013)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촉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주민과의 실질적인 접촉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분석해야한다 그 결과 외국인 지인이 있고 해외여행 경험이 . , 

많을수록 이주민에게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진.( , 

김혜숙 외 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사회2013) (2011)

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낮아졌다 설동훈 의 연구에서도 특정 국가 . (2013)

출신의 이주민을 고용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는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고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이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이주. 

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박효민 외 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역 안에서 이. (2016)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해당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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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역의 역사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신· . 

영 에 따르면 같은 외국인 집지역이라도 한남동에 거주하는 한국(2009)

인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전병규와 최창규 는 외국. (2012)

인 집지역을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

하였는데 전자로는 한국인에게 관광 및 위락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 차, 

이나타운과 서울 서래마을이 있고 후자로는 노동자 집지역인 원곡동, 

과 가리봉동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계층적 공간적 특성은 . ,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이미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유진 은 저소. (2016)

득층 집지역과 북한이탈주민 집지역 조선족 집지역 세 곳의 한국, 

인들을 대상으로 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근린환경 인식을 비교하였

는데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이질성 옷차림과 예의범절 평가는 , “ ”( ) 

저소득층 한국인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공공질. 

서와 흡연 소음 교통신호 위반 등 공공질서의식에서는 저소득층 집단, , 

이 조선족 이주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계층적 공간적 . , 

특징을 가진 특정 지역에 대한 반감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별개로 존

재하지만 그 지역에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면서 계층적 특성에 대한 부, 

정적 태도가 이주민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지대라는 실제 생활공간에서 한국인과 이주  

민의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단순히 .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주민 수가 많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외국인 집지, 

역의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이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외집단

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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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접촉에 의해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상호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접촉의 빈도에 따라 거리감이 변화하. 

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맥락과 깊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한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접촉에 의해 이주민과 한국인의 상호 거리감이 감소할 것이다.

(1-1) 접촉의 양 접촉하는 외국인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 의 수가 많을: ( )

수록 거리감이 낮아질 것이다.

(1-2) 접촉의 맥락 외국인 한국인 과의 접촉맥락에 따라 거리감이 달: ( )

라질 것이다 가족 및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의 접촉은 거리감. 

을 감소시킬 것이고 수직적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직장에서의 접, 

촉은 거리감을 상승시킬 것이다. 

(1-3) 접촉의 깊이 자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외국인 한국인 이 : ( )

있을 경우 거리감이 낮아질 것이다.  

(1-4) 가벼운 접촉 길 상점 등에서 외국인과의 우연한 마주침은 이주: , 

민에 대한 거리감을 높일 것이다 한국인에게만 해당. ( )

한편 접촉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에게 같을지 몰라  

도 두 집단은 비대칭적인 사회적 권력을 전제하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접촉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상이할 것

이다 특히 외국인 집지역이라는 공간의 특수한 성격은 그렇지 않은 .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결정하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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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민 외 박신영 외.( , 2016; , 2012; 

원숙연 따라서 접촉의 맥락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주거, 2011) 

환경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 를 설정하였다(2) .

(2) 거리감에 대한 접촉맥락의 영향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

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한편 이주민의 경우 정주국가에서의 차별경험이 주류사회 구성원에   , 

대한 거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가설 을 설정하였(3)

다 정하나.( , 2016) 

(3)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차별 경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높아질 것이다.

차별경험은 이주민이 경험한 한국인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한국인이 아

니라는 이유로 욕설 및 비하적 언어표현을 감수해야 하거나 부당하게 차

별받은 경험으로 부정적인 접촉 경험 자체를 의미한다 즉 차별경험의 , . 

강도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달라진다면 이는 구체적인 접촉의 

양상에 따라 한국인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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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1. 국내 외국인 거주현황

국내 체류외국인 인구는 년 전에 비해 증가하여 년 기  10 94.4% 2017

준 만 명을 넘어섰고 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인구208 , 3

명 의 명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 (1,163,821 ) 60.3%(701,786 )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표 은 년 월 일 기준, 2017.09) < 1> 2015 11 1

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주민4) 비율이 이상인 지역을  10%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반월산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는 .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가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18.77% , 

다 다음으로는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집거지가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 

외국인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난다 그밖에도 서울시 금천구 전남 15.06% . , 

영암군 충북 음성군 경기도 포천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시흥 서울시 , , , , , 

종로구 충북 진천군의 외국인 비율이 이상이었고 년 월 일 , 10% , 2012 1 1

기준 자료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 증가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3%.p . 

구와 시흥시 서울시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외국인 주민 인구수가 만 명, 4

을 넘어 이주민의 도와 규모가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 

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국인 집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외국인 주민 는 한국국적 미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 (B)” ‘ ’( , , , 

국국적동포 기타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 기타 , ), ‘ ’( , 

국적 취득자 외국인 자녀주민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 ’( , - , )

를 포함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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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 도 지역/

시군구 
지역

주민등록 
인구(A)

외국인 
주민(B)

외국인 
비율(B/A)

년 2012
외국인 
비율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18,368 59,761 18.77%   8.47%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8,504 57,000 15.06% 14.39%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36,284 29,304 12.40% 11.48%
4 전라남도 영암군 58,137 7,132 12.27% 9.36%
5 충청북도 음성군 96,396 11,507 11.94% 7.70%
6 경기도 포천시 155,192 17,943 11.56% 8.50%
7 서울특별시 구로구 422,092 47,123 11.16% 10.12%
8 경기도 시흥시 398,256 43,295 10.87% 6.91%
9 서울특별시 종로구 154,986 16,440 10.61% 7.46%
10 충청북도 진천군 67,981 7,200 10.59% 7.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주 년 이전 자료에는 외국인주민 인구가 구 단위로 집계되지 않아 광: * 2015 (

역 특별시를 제외 안산시 단원구 비율 대신 안산시 전체의 외국인 비율로 / ), 

대신하였음.

표 외국인주민 비율 이상 시군구 지역 < 1> 10% 

박세훈 은 역사적 관점에서 국내 외국인 집지역의 형성과 변천  (2010)

과정을 다루면서 입지요인에 따라 외국인 집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다. , ‘ ’

국적 이주민들이 집한 지역으로 경기도 안산은 반월공단이 위치하여 , 

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과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2015 . 

둘째 대도시 저렴주택지 는 교통이 편리한 동시에 임대료도 저렴한 지, ‘ ’
역으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처럼 주로 일용직이나 건설업 고향민을 , ,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집해있다 셋째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은 . , ‘ ’

그밖에 조계지 외국 군대나 사원 등이 계기가 되어 형성된 상업지역이, 

며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고급주거지 는 대학교와 대사관 등을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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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중 대규모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표적. 

인 곳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인 안산과 시흥 일대와 대도시 저렴주택

지인 대림동 및 가리봉동 일대를 들 수 있다.

2. 경기도 안산 및 시흥 일대

대표적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인 안산시 원곡동은 년대 말부터   1970

한국사회의 산업화를 통해 개발되었다 년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 1976

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공단이 가동되면서 년대 초에는 공단 , 1980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겨났다 그러나 년 아시안게. 1986

임과 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년대 1988 , 1990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반월

공단의 중소규모 제조업체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구본규 박세훈.( , 2013; , 

박배균 정건화 이 가운데 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2010; · , 2004) 1993

도입되면서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지역에, , , , , 

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년대 후반부터는 반월. 1990

공단과 함께 시흥시의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음

식점과 식료품점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와 같은 외국인 집지역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 박세훈.( , 2010)

그림 은 년 기준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의 동 단  < 2> 2015

위 외국인주민 비율을 나타낸다 단원구 원곡 동과 원곡동은 외국인주민 . 1

비율이 각각 에 이르러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73.6%, 70.5%

이 거주하고 인접지역인 선부 동과 초지동의 외국인 주민 비율도 각각 , 2

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단원구 전체로 보았을 때 이주민은 25.0%, 14.9% .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특히 집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상록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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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가장 외곽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내외로 일반 수도권 지역과 1%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흥시의 경우 공단이 있는 정왕본동과 정왕. , 

동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각각 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주1 54.5%, 35.8% , 

민 수가 명이 채 되지 않는 과림동을 제외하면 모두 공단 인접지2,300

역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료 년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안산시와 시흥시의 외국인 집지역은 무엇보다 공단 내 기업에 고용  

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이 같, 

은 공간에 혼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민이 고용허. 

가제 사증 를 통해 입국한 미숙련단순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박세훈(E-9 ) ( ·

정소양 이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홀로 입국한 사람들이며, 2010), , 4

그림 <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의 외국인주민 비율> 



- 30 -

년 개월의 고용허가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주민10 . 

들의 단기 유출입은 원곡동이 안정적인 소수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장영진 한편 이주민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 , 2006) 

점은 이 일대를 태국 식료품점과 파키스탄 식당 이슬람 사원 등 다채로, 

운 문화와 서비스가 공존하는 다국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 

은 다국적 공간에서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은 국적별 공동체를 형성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들 간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 이, . 

들 대부분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정기적인 

교류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세훈.( , 2010)

한편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그다지 우  

호적이지 않다 원곡동이나 그 인접지역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주변 상. 

권과 고용구조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겪었고 이 지역 한국인들은 원곡, , 

동을 한국인만 살 때보다 더 시끄럽고 위험한 지역 으로 인지하게 되“ , ”

었다 구본규 박세훈 이선화 또한 원곡동을 방문한.( , 2013; , 2010; , 2008) 

혹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원곡동 다( ) 

문화특구지역하면 떠오르는 형용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에게 이 지역, 

은 부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강한 반면 중국출신 이주민에게는 긍정적 ,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규 최창규 이선화.( · , 2012) (2008)

는 원곡동의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에게 방어적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주

거지에 낯선 이방인들이 증가하면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 

사실에서 오는 도시적 두려움 이 커지기 때문으로 설명했‘ ’(urban fear)

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 

두드러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이라 불리며 범죄를 저지르기 . “ ”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비행기 값이 없어 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 “
일부러 사고를 치기도 하는 사람들 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선화”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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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대림동 및 가리봉동 일대

년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의 출신국가는 가 중국으로 순위  2017 45.3% , 2

인 베트남 에 비해 중국 출신 이주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12.8%)

타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중국 출신 이주민은 .( , 2017.9) 

년 한 중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1992 , ・

을 가진 조선족 동포는 현재까지도 등록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조선족 동포의 .( , 2017.9) 

귀환이주는 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자치주가 포함된 동북 1978 , 

성이 노후화된 공업기지로 인해 극심한 경제침체와 실업난을 겪으며 3

이산가족 형태로 시작되었다 년대부터는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었. 1990

고 년부터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이 보다 쉬워지면서 , 2007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진영 박우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 · , 2009) 

은 년 월 이후 체류만료 기간인 년 개월 전에 재외동포 사증2009 3 4 10

으로 변경하면 귀국 후 재입국 절차 없이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

었다 곽재석 그 결과 조선족 동포들은 장기체류와 가족차원의 .( , 2011) 

이주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조선족 동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수도권 , 

대도시에 조선족 집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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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조선족 동포 입국자와 체류자< 3>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연도 박우 에서 재인용: , · .( , 2015 )

그림 은 서울 서남권 지역 중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동 단위 외국  < 4>

인주민 비율을 그린 지도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중국점포들이 늘어선 대. 

림 동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바로 인접한 대림 동이 2 40.7% , 1

대림 동 신길 동 에 이르고 있다 조금 떨어진 도19.0%, 3 15.4%, 5 16.5% . 

림동 또한 외국인주민 비율이 영등포본동이 신길 동과 15.1%, 12.1%, 1

신길 동이 각각 로 영등포구 남부지역 전반에 이주민이 4 11.8%, 10.9%

대규모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가리봉동의 외. , 

국인주민 비율이 로 가장 높고 구로 동이 구로 동과 동40.3% , 2 23.9%, 4 5

이 각각 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남권 개 지역구의 외18.2%, 10.7% . 4

국인주민 비율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15.1%, 12.4%, 11.2%, 

구 로 표 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5.7% < 1> , 

는 외국인 주민 가운데 가 조선족 동포이다 오정은 반정화 윤인진81.8% .( · · ·

이희정 대림동과 가리봉동은 조선족 출신 이주민들이 집해있는 , 2015) 

소수민족집단 집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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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과 안산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집지역과 달리 중국 , 

출신 이주민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 주요한 이. 

유는 비동포 이주민들에 비해 조선족 동포들은 장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귀화를 통해 가족단위 이주가 가능했기 때, 

문이다.

자료 년 서울시영등포구와 구로구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캐슬과 러 는 외국인 집지역의 형성과정  (Castles & Miller, 1993)

을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젊은 임시노동자들이 유, 

입되는 개인이주 둘째는 가족과 친족 단위의 이주를 통해 네트워크를 , 

형성하는 단계 셋째는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이주, , 

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점 상점 등이 생겨나고 수용국과의 관계가 , 

접해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수용국의 정책상황에 따라 이주민들이 시민, 

그림 서울시 영둥포구와 구로구의 외국인주민 비율 년 기준< 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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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획득하거나 소수민족으로서 영구정착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러. 

한 이론적 틀에서 이종구와 임선일 은 조선족 이주민의 한국정착과(2011)

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년부터 년까지는 이주시작 단계로 한국. 1986 1991

의 친족 네트워크와의 재접속이 이루어졌으며 년부터 년까지, 1992 2004

는 한중 국교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노동이주가 진행 지속되는 시기이·

다 년부터 년은 정부가 중국동포를 예외적인 정책대상으로 인. 2004 2007

식하기 시작하며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년, 2007

부터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허용되고 실질적인 영주화가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낮은 임대료와 편리  

한 교통 때문이다 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산업구. 1980

조 변동이 겹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공단들은 심각한 , 

구인난을 겪게 되었다 이때 안산 및 시흥 지역의 공단들은 년대 . 1990

초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지역경제를 유

지한 반면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 구로공단은 디지털산업단지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였다 본래 구로공단 주변에는 섬유 및 봉제산업에 종사하. 

던 여공들이 주로 거주하던 쪽방 형태의 벌집촌 이 형성되어 있었다‘ ’ . 

년대에 기존 공장들이 외부로 이주해나가면서 벌집촌은 가장 저렴1990 , 

한 가격으로 서울시내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선족 이주민들

의 초기 정착지가 되었다 년대 후반 이곳에 정착한 조선족 이주민. 1990

은 약 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박세훈 뿐만 아니라 벌집촌이 2 .( , 2010) 

집해 있는 가리봉동은 지하철 호선과 호선이 만나는 가산디지털단지1 7

역과 호선 남구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서7

울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가리봉동은 년. 2000

대 호선 남구로역 번 출구를 기점으로 가리봉시장 삼거리를 지나 공7 3

단 오거리까지 에 걸쳐서 이른바 옌벤거리 로 부상하였다 방성훈300m ‘ ’ .( ·

김수현 이석준, 201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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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리봉동의 조선족 집지역은 대림동 일대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데 년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이 강, 2004

화되면서 가리봉동의 많은 조선족 이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주하였

다 안재섭 박이수 또한 같은 해 시작된 가리봉동 재개발 .( , 2009; , 2017) 

사업 역시 직장과 거주지를 잃은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하철 호선과 , 2

호선이 환승가능한 대림역 부근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된다 서지수7 .( ,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중심의 중국인 집지역은 조선족들의 2012)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초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다 방성훈 김수현 현재 .( · , 2012) 

이 일대에는 조선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거지와 한, 

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을 잇는 국제적인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

박우( , 2017)

하지만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상이한 인식과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족 집지역 외부에 거. 

주하는 한국인에게 가리봉동 일대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조선족 에 " "

대한 편견과 쇠퇴해가던 가리봉동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일대 전체가 우, '

범지역 혹은 저소득층 중심의 못 사는 지역 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 ' '

다 채영길 박이수 한편 집지역 내부에 거주하는 한국.( , 2010; , 2017) 

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역과 이주민들에 대해 조금 더 복잡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년대 조사된 가리봉동에 대한 이 지역 한국인들의 태도에. 2000

는  위험 하고 지저분하다 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며 실제 위험 여“ ” “ ” , “

부와 관계없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 다 한성, ” .(

미 임승빈· , 2009)

또한 박이수 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인 주민과 이주민들의 인식  (2017)

을 범죄 및 치안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와 이웃관계 상업적 이해“ ”, “ ( )”, “

관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범죄 및 치안 문제에 대해 한국” . 

인 주민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고 이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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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추방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많“( ) ” “

이 좋아지 고 지금은 안전 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선족 이주민의 ” “ ” . 

경우 가리봉동이 안산이나 금천구 가산동 공업단지 등 다른 외국인 , 

집지역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리봉동이 범죄와 관련되, 

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쓰레기 문제. 

는 여전히 한국인과 조선족 이주민 모두 공감하는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

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뽑혔다 왜냐하면 조선족 이주민이 분리수거에 . 

익숙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에 문화적인 거부감을 ,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한편 이웃주민으로서의 관계는 한.( , 2016) 

국인과 이주민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 

민들은 직장에 따라 쉽게 이동해나가고 들어오는데 한국인 주민들은 늘 ,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피로감

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조선족 이주민들은 가리봉동의 한국인들을 조. “

선족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 고 조선족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인식” , “ ” 

한다 박이수 마지막으로 상업적 이해관계는 외국인 집지.( , 2017: 70) 

역 내에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신뢰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에서 조선족 이주민들은 식. 

당이나 노래방 식료품점 등을 경영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은 이 지역의 , , 

가장 주된 소비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국출신 이주민. 

에 대하여 양가적 태도를 갖게 된다 이들은 조선족 이주민에 대해 이주. 

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낙후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 

에 이주민 덕분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박이수.( , 

2017: 78) 

이처럼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들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나 치안 이, 

웃관계 혹은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유지하, 

는 양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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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료와 분석방법

1. 연구자료

한국인과 외국인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 접촉의 영향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되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물리, , 

적 환경을 상정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동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는 .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 『

조사 와 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2016』 『 』

를 사용한다.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내 한국인 주민 인식 조사 는 동 단위를   『 』

대상으로 한 조사로 서울시 서남권과 시흥 안산 지역의 외국인의 거주 , , 

집중도가 높은 상위 개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표집하였다13 . 

표본은 개인 단위 표집구성원 만 세 이상 성인 총 개 의 샘플로 20 1,000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개는 집중 거주 지역에서 나머지 개는 500 , 500

외국인 집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 

경험이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최경수 외 .( 2016)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 는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  『 』

봉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족 명 한족 명이 한406 , 150

국인과 접촉하는 정도와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였다 이윤석 외.( , 

이 조사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한국인들의 이주2017) 

민에 대한 인식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

내 내국인 주민 인식 조사 와 동일한 설문으로 설계하였다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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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거리와 대림역 주변의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조선족과 한, 

족의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을 대표하는 표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윤석 외 이 두 자료.( , 2017) 

가 조사한 지역에는 가리봉동 대림동 등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과 함께 , 

외국인과 한국인의 인구 구성이 유사한 지역도 포함시켰다 가리봉동과 . 

대림동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등록 외국인 인구 비율이 총 인구 대비 

이상이면서 그 외국인들 중 중국인 비율이 이상이 되는 지역10% 90% 

을 포함시켜 서울시의 총 개 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명을 추출하, 13 437 

였다 한국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 『

주민 의식 조사 는 년에 하였고 외국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한 2015 , 』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 는 년에 이루어져 시기가 일치하2016『 』

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상호 집단에 대한 신뢰가 큰 차이가 없, 

을 것으로 보고 상호 비교를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한국인에게는 중국 출신 이주민을 중국출신 이주민에  , 

게는 한국인을 각각 나의 직장 동료 와 나의 배우자 로 받아들일 수 , ‘ ’ ‘ ’
있는지에 대해 이항로짓회귀분석법 을 이용(Binary Logistic Regression)

하였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개 중 . 1,096

항목 무응답 등을 제외한 개 표본을 사용하였고 중국인의 한국인1,087 , 

에 대한 태도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개 중 항목 무응답 등을 제외한 556

개 표본을 사용하였다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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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델

분석에서 사용하는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은 기본적인 사  . Model 1

회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외국인 한국인과의 접촉횟수가 이주민 한국인을 / /

나의 동료와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Model 

에서는 에서 살펴본 변수와 함께 접촉의 맥락이 이주민 한국2 Model 1 /

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다 은 . Model 3

접촉의 양과 맥락 깊이를 모두 함께 고려한 접촉의 통합모델이라고 할 ,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가설 를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로 외. Model 4 (2) , 

국인과의 접촉 맥락과 주거환경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로 살

펴본다 이때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분석의 모든 모델에서는 지난 . 

주간 외국인과의 우연한 만남 여부가 들어가고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2 , 

한 태도분석에서는 모든 모델에 차별경험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4.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 간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 집단의 구성원  

이 직장에서의 동료가 되는 것 에 찬성 여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 “ ”

에 찬성 여부로 측정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본래 . .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총 단계의 내집단7 5) 중 상대방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통해 상대 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견 정도를 측정

5) 자국 방문 점 국민 점 직장동료 점 이웃 점 친구 점 자녀 (7 ) > (6 ) > (5 ) > (4 ) > (3 ) > 

의 배우자 점 나의 배우자 점(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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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도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거리감 척도의 누적성과 단차원성이 ,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김석호 외 예컨대 보가더스 척도는 상.( , 2013) 

대방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민으로도 받아

들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각 내집단에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 

하고 이를 합산해서 외집단별 개인의 거리감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 

한국사회에서는 그러한 누적성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내집단 별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

한 중국 출신 이주민의 편견도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이주민에게 한국인에 대해 자국 출신국 에 방문하는 것 혹은 자국 출“ ( ) ” “ (

신국 의 국민 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따라 자녀와의 동반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거나 자, 

녀가 출신국에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을 자녀의 배, 

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 역시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상호 거리감을 측정하는 내집단 모

두를 다루지 않고 동료와 배우자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대표적 내집단 , 2

개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수용가능한 내집단으로 나의 동료 와 . “ ”
나의 배우자 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이“ ”

주 혹은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동료와 배우자 각각이 공적 , 

공간에서의 관계와 사적 공간에서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때 조사과정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그밖에 중  

국인 한족 에 대한 태도를 따로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조선족과 한족( )

을 구분하지 않고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선족과 한족의 구분은 분석과정에서 통일하

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접촉지대 내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인. 

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이주민의 구성원과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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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이주민의 주체가 같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자료 중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는 충분히 많은 비동포 중

국출신 이주민을 표집하지 못하여 따로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이 가진 ,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족을 포함. 

한 중국출신 이주민들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이와 비교

하기 위해 조선족 포함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접촉지대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접촉의 . 

효과는 주거환경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출신 이주민은 그들의 민족성에 따라 동포 와 “ ”
비동포 로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인식된다기보다는 한국과 다른 문화를 ‘ ’

가진 중국인으로서 인식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단 비교. , 

를 위해 조선족 이주민과 비동포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정도가 외

국인 접촉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표를 추

가하였다 표 또한 조선족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 6) 

동포와 비동포 모두를 포함한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표 도 부록에 추가하였다< 7> . 

4) 독립변수

접촉의 양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인을 기준으로 지난 주간   / , “ 2

대면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연락 또는 접촉한 외국인 한국, , , /

인의 수 를 조사하였고 이때 길에서 스쳐지나가거나 음식점 등에서 마” , , 

주친 경우는 제외하였다 접촉의 맥락은 지난 주 동안 연락 또는 접촉. “ 2

한 외국인 한국인과는 어떤 관계 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응답 항목은 / ” , ①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직장 상사 이웃 또는 동네 ② ③ ④

주민 내가 고용한 직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자녀가 다니는 ⑤ ⑥ ⑦

학교 학부모 기타 중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번을 제외하고 , , ⑧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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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구 직장에서 만난 사람 이웃 주민으로 재조작하였1) 2) 3) 

다 이때 관계의 깊이가 다른 가족 과 친구 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 ‘ ’ ‘ ’
이유는 첫째 두 항목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 한국인 대상 자료의 경우 가족 으로 이주민을 접하는 사례 수가 ‘ ’
전체 표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접촉의 깊이는 지난 주 . “ 2

동안 연락 또는 접촉한 외국인 한국인 중 한국인 자국인 친구처럼 가깝/ /

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 를 통해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고 지난 주 간 ” / , 2

접촉한 외국인 한국인이 없을 경우 친구가 없는 것으로 재조작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인 조사의 경우 지난 주 동안 대면 전화 우편 인터“ 2 , , , 

넷 등의 방식으로 연락 또는 접촉한 경험을 제외하고 우연히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조사하여 예 아니오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 . 

5)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

주거환경 만족도는 총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점척도 매우 불만족  7 4 ( =1~

매우 만족 로 조사한 후 각각의 값을 모두 더하여 사용하였다 가지 =4) . 7

주거환경 만족도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의료 복지시설 등 ; , ①

접근 용이성 문화시설 및 놀이터 공원 녹지 수변 등 접근 용이성 미· · ·② ③

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 치안 및 범· · ④

죄 등 방범상태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 ⑤ ⑥

리 상태 이웃과의 관계 ⑦

한편 중국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장소에 따라 차별  

받은 정도를 점척도 차별경험 없음 별로 심하지 않았다 약간 심4 ( =0, =1, 

했다 매우 심했다 로 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각각의 상=2, =3) , 

황에서의 차별경험 정도를 모두 더하여 사용하였다 차별받은 장소를 조. 

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거리나 동네에서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 , , ① ②

서 공공기관 동사무소 경찰서 등 에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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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장 일터에서 , ⑤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취업상태 교육  , , , , 

수준 월 가구소득 자녀의 유무로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하여 , , 

똑같이 적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남성 과 배우자 있음 취. ‘ ’ ‘ ’, ‘
업자 자녀 있음 이 설정되었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월 가’, ‘ ’ , . 

구소득의 경우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인은 만원 이하부터 199

만원 단위로 구분하였고 이주민은 만원 이하부터 만원 단위로 100 , 99 100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은 해석의 편리함을 위하여 . ,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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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1.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표집된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은 표 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다 양 집단에서 성비와 < 2> . 

연령 배우자의 유무는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 . 

비율은 한국인에게서 더 높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비율은 ,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중국 출신 이주민이 더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 

비율이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거의 두 배 이상 높았고 월 가구소득은 , 

한국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는 한국인의 외국인 접촉양상과 중국인의 한국인 접촉양상 그  < 3>

리고 각 집단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한국인의 경우 .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한다하더라도 외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없다고 응

답한 경우가 에 가까운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과의 60% , 

접촉이 아예 없었다는 응답은 명 중 명으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접촉4 1 . 

의 맥락을 살펴보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웃 주‘

민 으로 외국인과 만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중국 ’ , 

출신 이주민은 한국인을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호집단. 

에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지 않았지만 중국 , 

출신 이주민보다 한국인에게서 더 낮았고 우연히 외국인을 보거나 지나, 

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국인의 이상이 있다고 응답85% 

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한국인보다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약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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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이주민이 경험한 평균적인 차별 강도는 점 점 점 이었다, 1.52 (0 ~3 ) .

한국인 중국 출신 이주민
표본 수 % 표본 수 %

성별
남성 553 50.46 295 53.06
여성 543 49.54 261 46.94
합계 1,096 100.0 556 10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 세 42.29 (13.18) 세 44.61 (12.49)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751 68.52 378 67.99
배우자 없음 345 31.48 178 32.01

합계 1,096 100.0 556 100.0
취업 
상태

취업 768 70.07 516 92.81
미취업 328 29.93 40 7.19
합계 1,096 100.0 556 10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2 2.92 68 12.23
중학교 졸업 48 4.38 146 26.26

고등학교 졸업 540 49.32 265 47.66
대학교 이상 475 43.38 77 13.85

합계 1,095 100.0 55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88 35.40 379 68.17
자녀 없음 708 64.6 177 31.83

합계 1,096 100.0 556 100.0

월 
가구 
소득
한국인( )

만원 이하199 59 5.42
만원200-299 158 14.52
만원300-399 301 27.67
만원400-499 307 28.22 - -
만원500-599 172 15.81

만원 이상600 91 8.36
합계 1,088 100.0

월 
가구 
소득
중국인( )

만원 이하99 72 14.04
만원100-199 262 51.07
만원200-299 - - 157 30.60

만원 이상300 22 4.29
합계 513 100.0

표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의 기초통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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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상
외국인과의 접촉( )

중국인 대상
한국인과의 접촉( )

표본 수 % 표본 수 %

접촉의 
양

명0 637 58.12 138 24.82
명1-2 165 15.05 129 23.20
명3-4 99 9.03 147 26.44
명5-9 70 6.39 90 16.19

명 이상10 125 11.41 52 9.35
합계 1,096 100.0 556 100.0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0. 637 58.66 138 25.09
가족 친구1. , 31 2.85 131 23.82
직장 동료2. 161 14.83 190 34.55
이웃 주민3. 257 23.66 91 16.55
합계 1,086 100.0 550 100.0

접촉의 
깊이

친구 있음 159 14.51 215 38.67
친구 없음 937 85.49 341 61.33

합계 1,096 100.0 556 100.0
우연한 
만남 

있었음 939 85.68
없었음 157 14.32 - -
합계 1,096 100.0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SD) 11.54 (2.93) 13.29 (2.59)
차별경험 강도 평균(SD) - 1.52 (2.63)

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호접촉의 양상과 주거환경 만족도< 3> 

2.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거리감

표 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명을 대상  < 4> 1,087

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 이주민을 자신의 동료 혹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부터 . Model 1 3

은 접촉의 양상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고 있고 마지막 

는 외국인과의 접촉 맥락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Model 4

치는 영향에 주거환경 만족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표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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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겨진 값은 각각의 변수 값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응답자가 이주민, 

을 나의 동료 나 나의 배우자 로 받아들일 오즈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 ‘ ’ .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 

성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들은 , 

이주민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성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이주민을 . 

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주민을 배우자, 

로 받아들일 때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접촉의 양상에 따른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면 몇   ,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난 주간 외국인과의 접촉의 . 2

양은 중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접촉한 외국인이 많을수록 . 

중국인을 나의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나의 배우자 로 ‘ ’ , ‘ ’
받아들일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양극화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보다 엄 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접촉하는 외국, 

인의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외국인 동료 라고 했, “ ”
을 때 떠올리는 이주민과 외국인 배우자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주민 “ ”

간에 간극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주민을 배우자로 수용할 가능성이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직장이라는 비교적 수직적인 . ,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중시되는 공간에는 이주민을 받, 

아들이기도 싫고 이미 직장에서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 하더라도 , 

그 경험은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그런 점에서 직장은 . 

기존에 가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극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접촉의 양과 접촉의 맥락이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Model 2

살펴보면 이주민을 동료로 받아들이든 배우자로 받아들이든 접촉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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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접촉한 외국인의 수는 여전히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에서는 접촉의 양뿐만 아니라 접촉. Model 3

의 깊이가 거리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 출. 

신 이주민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혹은 이웃주민으

로 외국인을 주로 접한 경우 배우자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접촉의 효과만 보았을 때 이주민을 . 

동료로 받아들일 때에는 접촉의 맥락보다는 양과 깊이가 더 중요하지만, 

배우자처럼 훨씬 가깝고 사적인 인맥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는 직장이나 이웃처럼 공적인 관계에서의 접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한편 접촉의 맥락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된다 우선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로 받. 

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없을 때보다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 이주민을 나의 동료 로 받아들이기 어‘ ’
려워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그러한 태도가 반전되, 

어 이주민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 이주민을 . 

배우자 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 ’
은 전혀 외국인과 접촉이 없던 사람들보다 이주민에 대해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 경우 태도가 반전되는 양상이 ,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볍고 피상적인 접촉 우연한 만남 은 편견을 강화시킨다  ( )

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본 자료의 분석에서는 오(Allport, 1958:228), 

히려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외국인 집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상 전체 응. , 

답자 중 우연히 외국인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매우 작은데 피상적, 

으로라도 외국인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중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매

우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경향은 한족 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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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조선족 이주민에 한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경향이라는 점인데, 

조선족은 그 민족적 특성상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한국어 말투를 구분하지 

않는 이상 외견상으로 한국인과의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표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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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외국인 수

-0.128 
***

-0.202 
**

-0.231 
***

-0.167 
* 0.094 0.273 

**
0.253 

**
0.279 

**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667 0.393 -1.083
 

0.436 0.132 -1.031

직장 2. 
동료  0.482 0.364 -1.608 

*  
-0.642 -0.814 

**
-3.004 

**
이웃3. , 

주민  0.097 0.044 -0.089
 

-0.672 -0.775 
** -0.032

접촉의
깊이

친한
외국인
유무

  0.496 
**

0.436
*   

0.475
* 0.402

주거환경 만족도    0.047    0.019
상호작용 

효과: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123
 

　  0.098

직장 2. 
동료    0.170 

**   
 0.179 

**
이웃3. , 

주민    0.006
  

 -0.075

우연한 만남 유무 0.494 
***

0.476 
***

0.456 
**

0.473 
**

0.494
*

0.506
*

0.485
*

0.505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278
*

0.269
*

0.248
* 0.233 0.779 

***
0.780 
***

0.761 
***

0.746 
***

연령 -0.003 -0.002 -0.003 -0.005 0.021
*

0.024 
**

0.023
*

0.021
*

혼인상태 0.161 0.163 0.183 0.217 -0.438 -0.462 -0.445 -0.412
교육수준 0.014 0.017 0.017 0.024 -0.207 -0.182 -0.188 -0.209
취업상태 0.111 0.081 0.095 0.117 -0.113 -0.094 -0.082 -0.015
가구소득 0.032 0.029 0.023 0.019 0.142 0.131 0.128 0.111
자녀 유무 0.046 0.051 0.035 0.002 0.322 0.340 0.329 0.309

상수 0.001 -0.044 0.025 -0.478 -3.136 
***

-3.243 
***

-3.157 
***    

-3.224 
***

N 1,087 1,087 1,077 1,074 1,087 1,077 1,077 1,074

표 한국인의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4>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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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접촉의 맥락에 따라 중국 출신 이주민을 각각 동료와 배  < 5>

우자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그린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 모두 주거환경 만족도가 유의한 상호작용효. 

과를 갖는 것은 지난 주간 외국인을 접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주로 2

직장에서 접촉한 경우였다 외국인을 가족 및 친구로 접촉했을 경우 주. , 

거환경 만족도가 높으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졌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고 동네 이웃 외국인과의 만남도 접촉이 아예 없었던 , 

한국인에 비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림 와 그림 은 각각 한국인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와 배  < 6> < 7>

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접촉의 맥락과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값으로 통제하였을 때 주거환경 만족도에 , 

따라 지난 주간 외국인을 접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한국인에 비해 2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을 만났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 혹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림 . <

과 그림 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주민을 배우자 로 받아6> < 7> ‘ ’

들일 가능성은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또‘ ’ .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을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모든 접촉맥락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림 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7> . 

거환경 만족도가 낮을 때에는 직장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주민에 대

한 편견을 강화하는 데 반해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출신 이주민을 나의 동료 로 받. ‘ ’
아들일 때에는 주거환경 만족도의 역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나의 ‘

배우자 로 받아들일 때에는 상대적 역치가 높게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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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동료로 수용할 가능성 중국인을 배우자로 수용할 가능성
그림 접촉의 맥락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와 신뢰구간< 5> 

 

그림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접촉맥락이 중국인을< 6> 

동료로 수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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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접촉맥락이 중국인을 < 7> 

배우자로 수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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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거리감

표 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  < 5>

을 직장 동료와 배우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 에서는 한국인과의 접촉의 양은 한국인에 대한 . Model 1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주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한국인과의 , 

접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에서는 표 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경우보다 . Model 2 < 4>

접촉의 맥락이 뚜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접촉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과 달리 한국인과 직장에서의 접촉은 한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에 반감을 갖도록 만든다 한국인들의 경우 같은 에서 직장에서. Model 2

의 외국인 접촉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자신의 동료나 배우자로 받아들이

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한국, 

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이 한국인보다는 이주민에게 한국인에 대한 더 부

정적인 편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를 함. Model 3

께 놓고 비교해보아도 직장에서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접촉은 한국인에, 

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특정한 태도를 극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이주민에게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일관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상호작. 

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김석호 외 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이주, (2011)

민의 는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차별43.2% , 

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 및 일터가 로 가장 높았다 또한 조선족 52.6% . 

이주민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직장 내에서의 무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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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접촉이 얼마나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 , 

도와 거리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할 수 있다. 

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이 있  Model 3

을 경우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며 동시에 한국인과의 , 

직장에서의 만남이 동료와 배우자로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모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 

분석과는 달리 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접촉맥락과 한국인 수Model 4

용성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반면 가설 에서 예. (3)

상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차별 경험 강도는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

는 경우에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차별 경험 강도와 같이 한

국인과의 특정하고 부당한 접촉맥락 경험보다도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접

촉이 더 한국인에 대한 편견형성에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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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한국인 수 -0.022 0.378

* 0.229 0.224 0.036 0.182 0.116 0.105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1.496
*

-1.914
** -1.024  -0.089 -0.350 -2.238

직장2. 
동료  -2.345 

***
-2.508 

*** 0.902  -0.946 -1.108 
*** -0.812

이웃3. , 
주민  -1.091 -1.097 -1.155  -0.359 -0.484 -2.440

접촉의
깊이

친한
한국인
유무

  1.514 
***

1.520 
***   0.716 

**
0.739 
***

주거환경 만족도    0.219    -0.021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071    0.142

직장2. 
동료  　  -0.266    -0.028

이웃3. , 
주민  　 　 0.011  　  0.147

차별 경험 강도 -0.061 -0.046 -0.070 -0.061 -0.090 
**

-0.077 
*

-0.087 
**

-0.083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559 -0.421 -0.388 -0.402 -0.487 
* 

-0.460 
*

-0.454 
*

-0.456 
*

연령 0.028 0.027 0.028 0.030 0.004 0.004 0.005 0.003
혼인상태 -0.148 -0.233 -0.312 -0.414 -0.147 -0.208  -0.255 -0.303
교육수준 -0.022 0.076 -0.011 -0.004 -0.118 -0.102 -0.124 -0.114
취업상태 -0.238 -0.228 -0.065 -0.178 0.151 0.241 0.297 0.212

가구소득 1.392 
***

1.376 
***

1.339 
***

1.386 
***

0.576 
***

0.581 
***

0.555 
***

0.586 
***

자녀 유무 0.105 0.078 -0.020 0.016 -0.012 -0.094 -0.119 -0.118
상수 -0.568 0.134 0.351 -2.499 0.621 0.739 0.843 1.256

N 510 505 505 503 508 503 503 501

표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5> 

* p<0.1, ** p<0.05, *** p<0.01



- 57 -

VI. 결론

1. 요약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접촉지대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   ,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촉의 양과 접촉의 깊이. , 

가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으며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접촉의 맥락과 접촉의 깊이가 한국인에 ,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촉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  , 

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배우자로 수용하는 태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 

사람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중국인의 경우 접촉한 한국인의 수가 많을수록 한국인을 동료. , 

로 받아들이는 데 더 수용적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친한 한국인 친구

가 있느냐가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접촉의 

양은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한편 직장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은 한국인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배우자로 받, 

아들이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직장에서 . 

한국인과의 접촉은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크게 악화시켰다 중국 출신 . 

이주민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동료와 배우자로서의 수용 의

사는 높아지지만 한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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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접촉지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과의 접촉 맥락이   , ,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된

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직장이나 이웃관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 , 

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의 존재가 자신들의 주. , 

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접촉지. , 

대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에는 주로 직장에서 한국인과 접

촉할 때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줄어들지만 주거환경 ,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한국에서 차별경, 

험은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는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주

거환경보다는 소득과 차별경험에 훨씬 민감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 때 크게 완화

되었지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 

상관없이 구체적인 차별경험과 직장에서의 접촉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

이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이주민과 주류 한국인 사이의 거리감이 이들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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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증했다는 점

이다 특히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의 두 집단 모두를 대상. 

으로 분석함으로써 접촉의 맥락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각각의 편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낼 수 있었다 최근 중국 출. 

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은 접촉지대 내 주류집단과 소수 , 

이주민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인식에 주목해왔지만 박배균 정건화( · , 2004; 

이선화 박세훈 전병규 최창규 한국인과 이주민의 , 2008; , 2010; · , 2012), 

편견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비교분석하는 시도는 부족했

다 이 글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분출된 혐오 감정이 아니라 실. , 

제 생활공간에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편

견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접촉의 영. 

향에 대해서 단순한 접촉의 양이나 빈도뿐 아니라 접촉의 맥락과 깊이, 

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 

비동포 중국인의 특성과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출신 이주민, 

으로 포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족을 포함한 비동포 . 

중국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에 이주하여 살아간 역사는 매우 길지만, 

규모가 조선족 이주민에 비해 작다 반면 조선족 이주민은 한국에서 형. 

식적으로나마 동포 로 받아들여지며 장기정착과 가족이주가 가능하고“ ” , 

무엇보다 언어장벽이 없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고용되거나 한국인과 개인

적으로 교류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조선족 이주민. 

을 더 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 

미디어를 통해 더 쉽게 받아들이며 확산시키기도 한다 자료의 한계를 . 

극복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선족 이주민과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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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연구결과 한국인과 이주민의 직장에서의 접촉은 상호인식에 부  ,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에서의 상호작용을 더 세, 

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알포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에서 접촉한 외집단원의 지위가 상호동일하거나 자신보다 상사일 경우, 

상대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반면 상대의 지위가 더 낮을 경우 편견이 ,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델로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검증. 

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인 조사를 통해 관계의 , 

맥락을 보다 세 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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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조선족 이주민 비동포 이주민 조선족 이주민 비동포 이주민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외국인 수

-0.254
***

-0.184
**

-0.183 
*** -0.130 0.255 

**
0.328 

**
0.239

*
0.230

*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583 -0.777 0.405 -1.530 0.131 -0.663 -0.311 -1.789

직장 2. 
동료 0.194 -1.065 0.407 -1.921 

**
-0.897 

**
-3.555 

**
-0.757 

*
-2.734 

**
이웃3. , 

주민 -0.009 -0.544 0.057 -0.247 -0.948 
** -1.054 -0.782 

** 0.809

접촉의
깊이

친한
외국인
유무

0.711 
***

0.673 
***

0.375
* 0.337 0.668 

**
0.600

* 0.242 0.196

주거환경 만족도 0.067 
** 0.015 0.064 0.014

상호작용 
효과:

접촉맥락#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111 0.162 0.060 0.125

직장 2. 
동료 0.101 0.198 

***
0.202 

** 0.168 *

이웃3. , 
주민 0.045 0.022 0.000 -0.151 

*
우연한 만남 유무 0.345

*
0.361 

** 0.105 0.123 0.462 0.499 0.359 0.376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152 0.143 0.278 
**

0.260
*

0.795 
***

0.770 
***

0.735 
***

0.712 
***

연령 0.000 -0.003 -0.003 -0.004 0.026 
**

0.022
* 0.013 0.013

혼인상태 0.103 0.123 0.229 0.259 -0.259 -0.233 -0.489 -0.443
교육수준 -0.007 -0.002 -0.009 0.008 -0.254 -0.281 

* -0.190 -0.195
취업상태 0.171 0.191 0.023 0.025 -0.186 -0.103 0.078 0.101
가구소득 0.039 0.031 0.025 0.029 0.093 0.073 0.112 0.106
자녀 유무 0.036 0.021 -0.021 -0.067 0.274 0.275 0.366 0.308

상수 -0.180 -0.871 -0.037 -0.249 -3.218 
***

-3.744 
***

-2.873 
***

-3.025 
***

N 1,077 1,074 1,077 1,074 1,087 1,074 1,077 1,074

표 조선족과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수용성< 6>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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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조선족 이주민 중국출신 이주민 조선족 이주민 중국출신 이주민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한국인 수 0.179 0.162 0.229 0.224 0.156 0.143 0.116 0.105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1.838 

* -1.492 -1.914
** -1.024 -0.282 -3.772

* -0.350 -2.238

직장2. 
동료

-2.366 
** 1.968 -2.508 

*** 0.902 -0.958 
* -1.801 -1.108 

*** -0.812

이웃3. , 
주민 -1.159 3.085 -1.097 -1.155 -0.295 -2.116 -0.484 -2.440

접촉의
깊이

친한
한국인
유무

1.379 
**

1.436 
**

1.514 
***

1.520 
*** 0.477 0.488 0.716 

**
0.739 
***

주거환경 만족도  0.313  0.219 -0.092  -0.021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041  -0.071 0.274
*  0.142

직장2. 
동료  -0.357 

*  -0.266 0.069  -0.028

이웃3. , 
주민 　 -0.350 　 0.011 0.142  0.147

차별 경험 강도 -0.063 -0.045 -0.070 -0.061 -0.096 
**

-0.095 
**

-0.087 
**

-0.083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581 -0.578 -0.388 -0.402 -0.869 
***

-0.871 
**

-0.454 
*

-0.456 
*

연령 0.047
* 0.046 0.028 0.030 0.006 0.005 0.005 0.003

혼인상태 0.468 0.380 -0.312 -0.414 -0.064 -0.107  -0.255 -0.303
교육수준 0.080 0.049 -0.011 -0.004 -0.049 -0.031 -0.124 -0.114
취업상태 0.628 0.650 -0.065 -0.178 0.312 0.129 0.297 0.212
가구소득 1.319 

***
1.380 
***

1.339 
***

1.386 
***

0.513 
**

0.531 
**

0.555 
***

0.586 
***

자녀 유무 -0.927 -0.885 -0.020 0.016 -0.399 -0.350 -0.119 -0.118
상수 -1.158 -4.928

** 0.351 -2.499 0.915 2.215 0.843 1.256

N 384 384 505 503 383 383 503 501

표 조선족과 조선족 포함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7>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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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acts with Foreign Neighbors 

and Mutual Attitudes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Chinese 

Immigrants in Ethnic Enclaves

CHO, HAYOU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prejudice Korean 

nationals have towards Chinese immigrants residing in ethnic 

enclaves in Seoul and Kyeonggi areas, and vice versa.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mutual contacts of the two groups reduce or 

reinforce the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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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ir contact patterns. As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s between Chinese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in the Daerim-dong area seemed to have mainly origina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eople hav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postulates that the effects of mutual contac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prejudice ethnic 

minority groups and majority groups have towards each other can 

be aggravat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aspects of contact. In 

general, certain types of contacts such as hierarchical relationships in 

workplace, superficial and accidental contacts, or contacts in 

distinctively divided residential space tend to strengthen hostility to 

each other, while contacts in a friendly manner lower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veal that the contacts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in ethnic enclave area have an 

important effect on constructing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In the 

case of Korean nationals, the mor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foreigners, the more likely it is for them to accept Chinese 

immigrants as colleagues. On the other hand the more Korean 

nationals come into contact with foreigners, the less likely it is to 

accept Chinese immigrants as spouses. This implies that the more 

contacts Koreans have with foreigners, the more strict their notion of 

separation becomes; separating those who can be accepted only as 

colleagues and those who can be accepted only as spouses. In the 

case of Chinese immigrants, it is found that having close Korean 

friends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whether they can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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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both as colleagues and spouses. Meanwhile, contacts made 

between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at workplace greatly 

aggravated prejudice in both groups. Especially for Chinese 

immigrants, their degree of social distance to Koreans increased 

regardles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en their contacts with 

Koreans were made mainly at work.

  Secondly, when Koreans living in the ethnic enclaves have contacts 

with foreigners mainly as colleagues or neighbors, their attitudes 

towards Chinese immigrants are likely to be negative. However, 

whe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s high, the 

effect of negative contacts disappears or it even affects in a positive 

wa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hinese immigrants,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Instead, higher household income level te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ccepting Koreans and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Korea 

have strong negative impacts on accepting Koreans as spou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rejudice Korean nationals 

have towards Chinese immigrants is greatly alleviated whe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creases, but the attitude 

Chinese immigrants hold towards Koreans is formed through specific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ontact experiences at work.

……………………………………
Key words: ethnic enclave, Chinese immigrants, mutual attitudes,    

    contacts, living environment, soci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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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들 간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 . 

히 두 집단 간의 편견이 상호 접촉에 의해 감소하거나 혹은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외국인 집지역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 양상에 따라 서로에 , 

대한 거리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했다 최근 대림동 일대의 중국 . 

출신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갈등이 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두 집단 , 

사이의 접촉 맥락이 미치는 효과가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민족적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사이의 편견이 그들의 접  

촉 양상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에서의 접촉이나 피상적이고 우연한 , 

접촉 분리가 뚜렷한 주거공간에서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 

하는 반면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 

킨다 외국인 집지역에서는 두 집단이 주거환경을 공유하며 서로간의 .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국인 집지역 내 거주자들, 

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단순히 정치적 태도나 미디어의 영향을 넘어서, 

실제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경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 이주민이 그들만. , 

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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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역 내에서 중국출신 이주민과 한국인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은 서  , , 

로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 , 

촉하는 외국인 중국 출신 이주민 이 많을수록 이들을 동료로 수용하는 ( )

경향이 있지만 배우자로 수용하는 태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배우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 

국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을 그들의 동료와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국인 만큼 친 하게 지내는 한국인이 있

는지 여부였다 또한 직장에서 이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 

편견을 크게 악화시켰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 

직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차별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직장  , 

이나 이웃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이지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 ,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가구소득 .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한국, 

에서 차별경험은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  

도가 높을 때 크게 완화되었지ㄴ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차별경험과 직장에서의 , 

접촉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 두 집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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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의 편견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인식에 미치는 접

촉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들이 접촉빈도에 따른 태도변화, 

에만 주목하였다면 이 연구는 접촉의 맥락과 관계의 깊이 등 접촉의 다, 

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주요어 외국인 밀집지역 중국출신 이주민 상호인식 접촉 주거환경 : , , , , 

만족도 사회적 거리감 , .

학  번: 2016-2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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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  

선가능성이 낮고 차별이나 멸시를 동반하는 혐오로 발전할 수 있, 

다 특히 이주민 집단은 언어나 피부색 생활습관 등에 .(Allport, 1953) , , 

있어서 이질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수집단의 편견의 대상

이 되기 쉽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은 마치 소수집단의 이질성에 대한 다. 

수집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소수집단구성원이 주류사회에서 살아남, 

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여겨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은 출신 국적과 피부색 사회경제적 지위로 , , 

인해 비하표현을 경험하고 더럽고 시끄러우며 냄새나고 배려심이 없다, 

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다 이밖에도 이주민은 한국인의 일자리. 

를 빼앗는 외국인 노동자 돈 때문에 팔려온 결혼이주여성 잠재적 범죄, , 

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취급되며 관공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일상적/ , 

인 무시를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 2017:125)

한국인은 보통 이주민에 대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사회에   , 

얼마나 잘 적응하였는지를 평가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이주민을 바라보, 

는 인식에 대한 성찰은 현저히 부족하다 심규선 이윤석 김두섭 김석호.( · · · , 

다행인 것은 단일민족의 신화에 근거해 이주민을 타자화 하는 태2017) 

도는 차츰 줄어들고 이들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 받

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Kim·Yang·Noh, 2015) 

러한 시민적 정체성의 증가가 이민족 집단에 대한 전반적 포용으로 이

어지지 않고 전통적인 서구 선진국 출신이나 한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주민 집단에게만 선택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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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지적된다 가령 한국인은 미국인을 유난히 가깝게 느끼고 중국인. , 

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멀게 느낀다 이러한 동남아(Kim, 2015). 

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이

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주민은 주류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  

고 고통 받는 객체로만 간주되지만 이주민들 역시 한국에 정착해 살면, 

서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강/

화해간다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이나 한. 

국인과의 접촉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접촉의 영향력은 접촉, 

의 빈도 주기 규모 맥락 등에 따라 변한다 예컨대 국내 이주노동자의 , , , . 

경우 한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한다.

김석호 김상욱 한지은 그러나 작업장에서 상하관계를 전제로 이( · · , 2009) 

루어지는 접촉이 지속되면서 접촉에 의한 호의적인 감정의 형성은 중단

되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이 그 자리를 차, , 

지하기도 한다 김석호 정기선 이정은 여정희 하헌주 역사적으로.( · · · · , 2011). 

나 문화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가진 조선족과 한국인 간 접촉도 조선족

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편견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이는 조선족이 한국인에 대해 갖는 느낌과 감정이 접촉 당사자들의 사

회경제적 지위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들 한국인이 조선족에 보, , 

여주는 태도 등 접촉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기선.( 이선미· ·

김석호 이상림 박성일· · , 2010).    

이 연구는 이질적인 민족 집단 간 편견에 대해 다룬다 특히 한국사회  . 

에서 이주민으로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집

지역을 이루고 있는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된 편견을 양쪽의 시각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두 집단 간 . 

편견이 상호 접촉에 의해 감소하거나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상술한 것처럼 조선족과 한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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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중국 국적의 이주민은 전국 각지에서 집락을 이루고 살아가

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적 이주민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해 .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그러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 

할지라도 아직은 폐쇄적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이주민

과 한국인 간의 접촉이 지극히 적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그 대안으로 이들이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을 . 

선정하여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동시에 조사하여 접족이 편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이주.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대림역 으로 대표되는 서울 내 중국인 집중거주지역과   “ ”
시흥과 안산 단원구 일대의 외국인 집지역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접촉지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우.( , 

접촉지대에서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2017)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재생산된다 접촉지대 내 한국인과 . 

이주민간의 관계는 향후 이주민 유입이 더 증가하고 외국인 집중거주지, 

역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갈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을 제기한다 국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에 .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더 많은 편견

을 가지고 있다 민지선 김두섭.( · , 2013)

본 연구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 일상적인 접촉이 빈번할 것으로  

고 예상되는 외국인 집지역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 양상에 , 

따라 서로에 대한 상호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서로에 대한 ,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 

과 이주민의 상호인식에는 접촉의 빈도뿐만 아니라 접촉의 맥락이 중요,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는데 한국인과 이주민에게서 접촉맥락의 영, 

향이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

였다 주거환경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주목하는 것은 최근 대림동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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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접촉과 갈등 그리고 오해가 일상생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불만들에 의해 야기되고 이러한 불만들, 

은 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활환경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효민 김석호 이상림.( ·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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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편견의 심리

1) 편견의 원인과 결과

편견 은 그 어원이 라틴어 으로 이전에 내려  (prejudice) "praejudicium" , "

진 결정이나 경험에 의거한 판단 을 의미했다 은 중세시대" . praejudicium

에 들어와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내려진 판단 혹은 성급한 일"

반화 의 의미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이에 감정적 태도가 추가되어 충분" , "

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

다.1) 편견은 고정관념 과 구별되는데 고정관념은 단순히 이 (stereotype) , 

전에 내려진 판단에 대한 동의나 지지를 의미하는 반면에 편견은 상대, 

방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태도가 추가된 것이다.

편견은 그 경로가 무엇인지 또는 믿을 만한 경험을 일반화한 것인지  

에 대한 의심과 확신 없이도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가령 . 선택적 노출이론은 한 번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

념이 만들어지면 그에, 반하는 경험이나 정보는 쉽게 무시되지만 기존의  

태도를 더 강화시키는 경험과 정보는 의식적으로 축적된다고 주장한

다.(Sullivan, 2009; Hart·Albarrac n·Eagly·Brechan·Lindberg·Merrill, í
2009) 때문에 편견이 한 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 

는다 또한 낙인이론에 따르면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해당. 

1) “prejudice, n."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June 2017, 
www.oed.com/view/Entry/150162. Accessed 17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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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낙인이 되어서 집단 간의 적대감을 부각시키고 소수집단에 , 

대한 배제와 차별로 나아갈 수 있다 다수집단은 정상성을 .(Levin, 2009) 

규정하고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만 이때의 , , 

정상성 규범과 일탈에 대한 제재는 항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 

수집단에 대한 편견은 소수집단 구성원의 자유로운 생활과 활동을 사회

적이고 규범적으로 제한한다.(Becker, 1973) 뿐만 아니라 편견은 또 다

른 편견을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편견은 집단의 집단에 대. A B

한 적대감과 집단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낳고 동시에 어느 한 집B A , 

단만의 정상성 규범과 편견을 확산시킨다. 

타자에 대한 편견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지만 부정적 편견은   , 

그 진화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Levin(2009)

은 편견으로부터 타자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분석한다 그에 . 

따르면 비하적 농담이나 전형화 몰이해적 발언 등의 편견 은 같은 , , (Bias)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정당화되고 부정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 

용하며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욕설 증상에 대한 별명 조소 등 개인. , , 

차원의 행위가 나타나고 나아가 경제 정치 교육 주거 상의 분리와 사, , , , 

회적 배제와 같은 차별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 살인 강간 폭행 테러. , , , , 

방화 등 편견을 기반으로 한 폭력행위나 극단적인 경우 집단학살이 일, 

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확장이 항상 순차적인 진화를 거치지는 않으며. , 

때로는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한 번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 요한 것은 적대가 그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이다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소수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견과 . 

부정적 경험이 빠르게 확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정사실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 , 2017:8) 

자신과 비슷한 생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 편견을 정당화하, 

고 부정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편견을 재생산하며 다른 , ,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한다 편견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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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표현, 

되는 순간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위를 강화한다, .

편견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 알포트 는 편견  (Allport, 1958) 을 갖게 

되는 개인적 요인과 편견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구분한다 우선 . 

개인들이 편견을 갖게 되는 요인에는 어린 시절의 학습 동조, , ① ② ③ 

좌절 내적갈등과 이를 다루는 방식 무의식적 투사 등이 있다, , . ④ ⑤ 

먼저 부모의 강압적이고 엄한 양육방식 외 과 비일관적 , (Harris , 1950)

양육방식 외 은 자녀를 더 편향되게 만든다 재(Adorno , 1950) . (Allport 

인용, 1958:254) 둘째는 동조로 노엘 노이만 , (Noelle-Neumann, 2004)

에 따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

는 사람들은 다수 의견에 동조하라는 압박에 순응하기 때문에 편견을 

재생산한다 셋째 좌절은 어떤 상황에 의해 좌절감과 불안을 느끼는 개. , 

인이 취약한 타인 희생양 을 공격함으로써 전위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 ) . 

러나 순간의 전위는 애초의 좌절을 모두 회복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에 

공격 타인에 대한 편견 은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 ) .(Allport, 1958: 347) 

넷째 내적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편견에 대하여 양심의 가, 

책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편견과 양심 사. 

이의 내적 갈등에 따라 어느 것을 억압하고 합리화 혹은 타협할 것인, 

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지, . 

막으로 무의식적 투사는 타인 혹은 어떤 집단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다 예. 

컨대 자신의 피해의식이나 콤플렉스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집단에 대

한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의 좋은 특성을 부정하고 경멸하거나, 

타인의 행위동기와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적대감을 갖기도 한다.(Allport, 1958: 320) 

다음으로 편견을 유발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사회 내에서의 문화적 이질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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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집단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기본, 

적인 조건이다. 둘째 급격한 수직이동이 발생한 상(Allport, 1958: 200) , 

황은 편견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지위의 상향이동을 경험한 개인은 하. 

향이동을 경험한 개인보다 소수집단에 대해 높은 편견을 가지고 있

다 셋째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아.(Bettelheim & Janowitz, 1950) , 

노미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인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희생양 을 “ ”

찾게 되고 그에 따라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증가한다 넷째 의사소통, . , 

의 장애는 편견을 발생시키기 쉬운데 특히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게 잘 , 

알려지지 않아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편견을 

배가시킨다 다섯째 다수집단이 평소 자신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도록 하. , 

는 문화와 관습을 가진 경우 그러한 공격성을 드러내도 좋은 사회적으, , 

로 허용되는 정당한 희생양을 찾게 된다 여섯째 소수집단이 그들만의 . , 

문화를 유지하며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 , 

우리와 완전히 섞여서 동화되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편견“ ” 

이 유발된다 일곱째 실제적인 경쟁과 위협이 심각한 상황 여덟째 공. , , , 

동체가 소수집단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 아홉째 소수집단의 , 

규모가 크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자민족중심주의가 전통, 

적으로 당연시되는 상황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더 

쉽게 발생하도록 만든다.(Allport, 1958)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 및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주  

류사회에 확산되면 편견은 더 이상 개인적인 정서와 인식으로 남아있지 , 

않고 사회적인 무시와 차별로 발전하는데 이는 다시 이주민들이 주류집, 

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는 가장 흔한 근거가 된다 김석호 외.( , 

존슨과 루씨는 이에 나아가 이주민들의 내면화된 차별이 주류집2011) 

단에 대한 적대감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Johnson & Lucci, 2003) 

소수민족 집단의 주류집단에 대한 편견은 주류집단의 편견과 마찬가지

로 현실적인 경쟁이론이나 강력한 내집단 편향성 등으로 설명되기도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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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Conley·Rabinowitz·Matsick, 2016) 동시에 주류사회와의 긍정적인 , 

접촉에 의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Tropp & 

Pettigrew, 2005)

2) 집단 간 편견과 접촉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편견은 한 번 형성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편견  ? 

은 상대와의 직접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사라질 수 있다 파크와 . 

버제스 에 따르면 상이한 두 집단이 만나면 경(Park & Burgess, 1921)

쟁 투쟁 적응 동화의 사회적 과정 을 거치게 된다 초기, , , (social process) . 

에는 유한한 자원을 둘러싸고 보편적인 경쟁 이 일어나는데 이때 경쟁' ' , 

은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기도 한다 경쟁과 달리 투쟁 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며 항상 의식적이고 . , ' ' , 

직접적인 접촉을 매개로 한다 이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각 집단은 갈등. 

의 원인이 되었던 집단의 문화나 질서를 수정하고 상호공존을 위해 적'

응 하기 시작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동화 의 ' , ' '

단계를 밟는다 알포트 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이 항상 순차적. (1958:227)

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적응과 동화에서 투쟁으로 후퇴하기도 한다는 , 

점을 지적하였다. 

부정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적응과 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  

촉의 성질에 주목해야한다 어떤 맥락에서 얼마나 .(Allport, 1958:228) ,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에 따라 접촉, , 

은 전혀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알포트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 , , ①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의 접촉, , ② ③ 

직장에서의 접촉 등 각 상황에 따라 타자에 대한 편견은 다르게 나④ 

타난다. 

먼저 낯선 외집단 구성원과의 피상적이고 가벼운 접촉은 빈도의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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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에 의해 해당 외집단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불쾌한 연상을 강화시"

킨다 이때 빈도의 법칙이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law of frequencies) 

떤 이미지가 가벼운 접촉 횟수가 늘어날수록 강화된다는 것으로 그 이, 

미지가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그 편견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 

인해주는 특정한 표식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외집단 구성. 

원과의 피상적이고 우연한 만남은 자신의 편견을 강화한다.

둘째 외집단 구성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편견을 감소시키는 기제가   

된다 그레이와 톰슨 은 조지아 주 흑백 학생. (Gray & Thompson, 1953)

들의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명 이상의 외집단 구5

성원과 친분이 있는 학생들은 흑인 집단에 대한 거리감이 일관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유진 은 한국인들 역시 특정 국가 출. (2013)

신의 지인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유의하게 낮

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 접촉은 피상적이고 우연한 만남과 친분  , 

에 의한 접촉 주거환경 내부의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이해 등이 섞여있, 

기 때문에 접촉의 효과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소수민. 

족집단의 지역적 분리는 소수집단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러한 가시성의 , 

증가는 소수집단의 규모나 영향력을 실제보다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

게 한다 년 분기를 기준으로 영등포구의 .(Allport, 1958: 232) 2017 2/4

중국인 조선족 동포 포함 인구는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에 비하( ) 31,849

면 얼마 되지 않지만 서울 지역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 법무부.( , 2017) 

만약 중국인들이 서울시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면 대림동 가리봉・
동 일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겠지만 중국인 집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 

지역이 위협적인 곳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흑인 집지역. , 

에 거주하는 백인과 집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백

인들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후자는 흑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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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하고 위험하며 더럽고 냄새난다는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 

전자는 자신의 자녀가 흑인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흑인이 열등감이 , 

심하고 편견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응답했다.(B.M.Kramer, 1950; 

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석은 소수민족 집지역에 거주할Allport, 1958 ) 

수록 그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추상적 혐오는 사라지지만 소수집단이 , 

다수집단에게 일상적 관계에서의 불편이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한 위협

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지위가 낮은 소수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은 오히  

려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제대군인 집단의 흑인에 대한 . 

태도를 보면 흑인을 비숙련 노동자로만 알고지낸 백인은 만이 흑인, 5%

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숙련직 전문직 흑인과 함께 일한 경험, /

이 있는 백인들은 가 흑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64% .(MacKenzie, 1948)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국내 중소기업 관리자, 

들은 자기 회사에 고용된 이주노동자의 출신국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설동훈 또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외.( , 2013) 

국인과 함께 일한 경험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 가 로 나빠졌다 는 응답 보, ' ' 48.5% ' ' 4.2%

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오계택 외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에 10 .( , 2007) 

고용된 이주노동자들 역시 한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직장에서 이주, 

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유의한 효과를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석호 외.( , 2009) 

그러나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이 항상 상호이해를 높이고 서로에 대  

한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접촉 이전에 상대에 대한 .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직접적인 만남이 오히려 태도극화

를 낳을 수 있다 태도극화란 특정 이슈에 대해 (attitude polarization) . 

개인이 자신의 태도를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는 여러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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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의 태도가 더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태도극화가 나타나(Lord·Ross·Lepper, 1979) 

는 이유는 편향적인 정보처리 과정 때문인데 편향적 정보처리의 형태에, 

는 선택적 노출 동종친화성 선택적 인지와 기억 편향동화, (homophily), , 

가 있다 김하늬 정낙원 선택적 노출은 자신(biased assimilation) .( · , 2016) 

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고 동종친화, 

성은 자신과 입장이 동일한 사람들과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편향동화는 자신의 논지를 확증하는 증거는 유의하고 신뢰할 수 . 

있는 가치로 수용하는 반면 부정적 증거는 무관한 것으로 신뢰하지 않, 

으며 혹평하는 경향 으로 결과적으로 기존의 태도가 (Lord et al, 1979) , 

더 극화된다 동일한 주거지역 내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중국인 한국인 . /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한다면 이는 편향동화로 인한 태도극

화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역 내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접촉은 우연히 .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적인 인지와 기억은 가능할지라도 자신의 편견, 

을 확증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 또한 동종친화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상호작용하는 적극. 

적 혐오주의자이 전체 주민사회에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편견의 측정 사회적 거리감: 

편견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이자 구체적인 인식 내용  

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문항으로 포착해내기 어렵고 시간에 따른 편, 

견의 변화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사회에서는 년대 말부터 . 1920

인종적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이 꾸준히 이루(racial attitudes)

어져왔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국인들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 

견을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 척도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측정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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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편견의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거쳐 척도의 타, 

당화와 안정화를 이루었을지라도 다른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척도들

이 많지 않다 년도에 만들어진 다요인 인종 태도 조사. 1967 (Multifactor 

와 년대에 개발된 현대 인종주의 Racial Attitudes Inventory, MRAI) 80

척도 신인종주의 척도(Modern Racism Scale, MRS), (New Racism 

흑인에 대한 선호도 설문Scale, NRS), (Pro-Black/Anti-Black Attitude 

년대 초에 만들어진 흑인에 대한 태도Questionnaire), 90 (Attitudes 

백인에 대한 태도toward Blacks, ATB), (Attitudes toward Whites, 

등은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연구의 척도로서 검증받은 몇 안 되ATW) 

는 편견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미국사회의 오랜 , . 

인종적 분쟁의 역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맥락적 배경이 전, 

혀 다른 지역에서는 편견의 대상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미국의 인종지표들은 인종에 대한 편견 그 자체와 인종 관련 정  

책 예컨대 소수자 우대 정책 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많- -

다 특정 인종집단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Kuklinski & Parent, 1981) 

가진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이유로 해당 집단 구성

원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 혹은 인종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 

등 다양한 동기들을 모두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질문문항을 세. 

분화하여 다양한 동기들을 모두 추적하려고해도 미국과 똑같은 인종 관, 

련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공유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러한 문항들을 직, 

접 사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편견의 구체적인 내용 즉 외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  , 

정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할 것 이라는 내용은 시기에 따른 조금' '

씩 변화하기 때문에 단일한 척도로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흑. 

인에 대한 편견은 년대 초 니그로의 정신박약은 고등동물보다 조1930 "

금 나은 수준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Hinckley, 1932)

했던 반면 년 와 의 연구에서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도1988 Kats Ha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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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흑인 이웃들은 강한 공동체 조직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

지 않다 등으로 변화하였다 재인용" .(Kuklinski & Parent , 1981)

간접적인 방법으로 응답자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척도  

로는 인종적 태도 척도 와 사회적 거리감 (Racial Attitudes Scale, RAS)

척도 가 있다 인종적 태도 척도는 년대 초 시(Social Distance Scale) . 90

다니우스와 그 외 연구자들이 만든 척도로 인종문제와 관련된 단어를 ,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긍정 부정적 태도를 점 척도로 체크하는 / 5

방식이다 그러나 제시되는 단어들은 소수자 우대정책 인종적 평등. ‘ ’, ‘ ’, 

미국의 흑인 대통령 외국인 백인 우월성 흑인 상사 멕시칸 이‘ ’, ‘ ’, ‘ ’, ‘ ’, ‘

주민 등으로 정책적 이슈와 인종 집단 특정 관계에 대한 태도가 뒤섞’ , 

여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Sidanius·Pratto·Martin· 

반면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특정 외집단에 대한 응Stallworth, 1991) , 

답자들의 태도를 내집단 구성원으로 수용가능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외집단에 대한 응답자의 편. 

견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 

사회적 거리감 개념은 짐멜 이 이방인 이  (Simmel, 1965) " (the stranger)"

라는 독특한 상호작용의 한 유형을 제시하면서 최초로 생겨났다 김석.(

호 신인철 하상응 정기선 짐멜에 따르면 이방인은 특정 집단에 소· · · , 2013) 

속되지 않은 외부인 이나 잠시 집단을 방문하는 방랑자 와는 다른 의미" " " "

로 이미 내집단에 속해있고 해당 공동체에 참여하지만 다른 출신성분 , , 

때문에 토착 구성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짐멜은 이방인과의 .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evine·Carter·Gorman, 1976). 

또한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타자를 우리 와 그들 로   ‘ ’ ‘ ’

범주화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 

기 위해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거나 외집단을 상

대적으로 낮게 인식한다 김혜숙 김도연 신희천 이주연.( · · · , 2011; Tajf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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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타자를 자신의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으로 Turner, 1979)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암묵적 시각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집단 구성원을 나의 동료로 친구로. , ,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부는 자신과 상대방 혹은 자신이 속한 (

집단과 상대방이 소속된 집단 의 관계를 어떻게 범주화하고 있는가에 달)

려 있다.

개인이 외집단 구성원을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측정한 지표가 보가더스 의 사회적 (Bogardus) ‘

거리감 척도 이다 보가더스는 인종갈등이 심각했던 년대 시카고에’ . 1920

서 인종 간 편견과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이 척도를 개발하였다 보가더. 

스 척도는 그 뒤 년간 번에 걸쳐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측정의 타당40 5

성과 안정화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국내의 (Wark & Galliher, 2007),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상호인식을 알아보기에도 가장 적합하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 

단차원적이고 누적적이라는 점에서 거트만 척도 의 전형(Guttman scale)

적인 예이다 단차원성은 척도에 포함된 항목들이 오직 하나의 이론적 . 

개념만을 측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개에서 개의 . 5 7

문항들로 구성되는데 각 문항들은 가장 넒은 범위의 내집단에서부터 가, 

장 가까운 내집단 범위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보가더스 척도는 방문. “

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을 주고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7 , “ ”

에 점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6 , “ ” 5 , “
다 에 점 친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점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 4 , “ ” 3 , “

일 수 없다 에 점 마지막으로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 ” 2 , “ ” 1

점을 준다 한편 누적성은 높은 수준의 친 감을 나타내는 항목에 그렇. “

다 라고 표명하면 낮은 수준의 친 감을 나타내는 항목에도 그렇다 라” “ ”

고 응답한 것으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예컨대 응답자가 외집단원을 국민. 

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점 이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점 으(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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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되며 점 항목에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항목에만 , 7 “ ”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편견이 심한 것으로 간주된다“ ” . 

그러나 보가더스 척도의 단차원성과 누적성은 시대와 장소 문화권에   ,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서 위계에 의한 순위 가정이 훼손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가더스 척도는 타자를 자기 나라의 국민 으. ‘ ’
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자신의 동료 나 이웃 으로 받아들이는 ‘ ’ ‘ ’

것보다 더 쉽다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러한 누적성이 적, 

용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다. 

른 이주민을 한국의 국민 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동료 로 받아들이는 것‘ ’ ‘ ’

보다 어려워하고 이주집단에 따라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과 이웃으로 , ‘ ’ ‘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 과 나의 자녀의 ’, ‘ ’ ‘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단계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석’ .(

호 외, 2013)

2. 접촉지대로서의 이주민 집지역“ ”

접촉지대 는 년 언어학자 프랫 이 구체화  (contact zone) 1991 (M.L.Pratt)

한 개념이다 프랫 에 따르면 접촉지대란 불평등한 권력관. (Pratt, 1991) “

계를 전제한 상황에서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과 충돌 투쟁이 일어나는 , 

공간 으로 타국에서 노예를 수입해오거나 식민지인 상황 등에서 접촉지” , 

대가 발생할 수 있다 접촉지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화횡단. 

(transculturation)2)이다 문화횡단 은 문화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 ‘ ’

2) 문화횡단 의 원어인 은 국내에서 문화횡단 지은숙 최 “ ” transculturation “ ”( , 2009; 

은순 이영진 문화변용 이대화 문화이식 주봉의, 2015; , 2016), “ ”( , 2017), “ ”( , 

최창섭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나 1985; , 1987) . transculturation

은 본래 주류사회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소수집단 문화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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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화회복의 

과정이다 문화횡단은 동화와 달리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Oritz, 1995) 

다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할지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며 이, 

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주민 .(Pratt, 1991) 

집지역은 주류사회의 문화와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가 만나는 접촉지

대 로 이곳의 거주자들은 상대집단의 문화를 가장 가까운 (Pratt, 1999) , 

곳에서 체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접촉지대 내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 

관계는 전체 사회에서 해당 이주민 집단과 선주민들이 어떤 관계를 맺

고 살아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실험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박.(

효민 외, 2016)

이주민 집지역 혹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  (ethnic enclave)3)는 이주

민에게 양가적 효과를 가진다 우선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는 전체 사회에. 

서 소수자집단에 속하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족적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 

비용을 낮춘다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또한 소수.(Massey, 1990; · · , 1999) 

민족 집단거주지의 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이주민들은 그 공간 내에서 ,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족성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정진성 그, ( , 2011) 

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인 문화변용 과 동화 와 구별(acculturation) (assimilation)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더 잘 반영. 

한다고 판단되는 문화횡단 을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 . 
3) 그러나 개념은 민족적 소수자들이 집하여 거주하는 생활공 “ethnic enclave” 

간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국내이민 상황에 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갖

는다 국내 외국인 중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이. 

주민이지만 법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민족인 동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 . 

컨대 다수의 조선족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는 소수민족 , 

집단거주지 가 아닌 특정 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

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immigrant encl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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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김.(

현미 이처럼 특정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이주민들에게 , 2014)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

을 준다.(Kramer, 1970; Hummon, 1989; Gold, 1992; Abrahamson, 

나아가 이주민 집지역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민족1996) 

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 발전시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승시, 

킨다.(Lin, 1998; Elliott, 2008)

그러나 소수민족 집  단거주지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막기도 한다 이민자 집단은 한 사회 . 

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집지역 내 모국인 네트워크에 

속한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서로의 연결망이 중복된다. 

이에 따라 모국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정보교환이 신속한 데 비해 새로

운 정보의 유입이 적고 구성원이 상호교환을 통해 혜택을 받기에 한계

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 내의 강력한 .(Menjivar, 2000) 

연대와 소속감은 이주민이 선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류사회에 진

출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주류사회 진출에, 성공한 이주민들이 모국인 네 

트워크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Massey, 1985; Portes 

이러한 효과는 이주민이 정주국가에서 & Zhou, 1993; Borjas, 1994)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늦추며 주류사회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를 , ・

좁히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주류사회와의 격차는 내국인과의 .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여 접촉지대에 살면서도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나, , 

내국인들이 이주민 집지역을 피해 떠나는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

다 정진성.(Bogue & Seim, 1956; , 2011)

한편 이주민 집지역을 비롯한 접촉지대에서는 이주민들도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박이수 의 연구에서 가. (2017)

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 씨는 한국인은 처음에 매우 방어적A “ ”
이며 벽이 허물어질 때까지 쉽게 마음을 안 주는 편 이라고 언급했지, “ ”



- 19 -

만 동시에 가리봉동에 사는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한국인들과 달리 , 

조선족을 잘 알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는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하“ , ”
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은 접촉지대 내에서의 한국인과의 접촉경험 뿐. 

만 아니라 입국 직후부터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경험한 내용, 

을 바탕으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 

조선족 이주민들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경험이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조선족 . 

동포들은 이주하기 이전에 종사했던 업종과 교육수준 등 중국에서의 사

회경제적 계층이 매우 다양하다 그중 중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이. 

주민들은 한국에서는 주로 위험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 판매직· 에 종사

하면서 교육수준이 낮고 험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받은 일상적인 

하대와 차별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한다 김석호 외 이 같은 직장.( , 2011) 

에서의 차별경험은 더 나은 임금을 제외하고 조선족 이주민들이 이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차별을 경험한 이주민들은 한국인에게 드러내. 

지는 않지만 반대로 함께 일하는 자신을 차별한 한국 사람들을 배운 , ( ) “
게 없는 사람들 나만 챙기는 자본주의 특성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 “ ” “ ” 

다 김석호 외.( , 2011: 134)

3. 접촉지대 내 한국인의 인식

접촉지대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주민과 생활세계를 공유하기 때  

문에 이주민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접촉이론이 상이한 민족 간의 .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서로에 대한 편견이 줄어든다고 주장한 것과 달

리 년대 미국의 백(Meer·Freedman, 1966; Sigelman·Welsh, 1993), 1950

인이탈 현상 은 두 집단 간의 평등한 접촉이 쉽게 일어나지 (white flight)



- 20 -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인이탈 현상이란 도심 .(Sigelman et al, 1996) 

내 지대가 저렴한 지역에 살던 백인들이 지역에 흑인 비율이 증가하면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나감으로써 그 지역이 게토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백인의 이주는 흑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혐오 때문이 

라기보다는 주거환경이 소수민족 집지역으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특, 

성에 반감을 가지거나 적응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 

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지대나 교통뿐 . 

아니라 교육여건이 가장 중요한 거주지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 

내 중국출신 이주민의 자녀가 증가하면 한국인 학생의 수는 더 가파르

게 줄어든다 접촉지대 내 주거환경의 변화양상은 그 지역이 소수 이주. 

민집단의 분리된 생활공간이 될 수도 있고 두 집단이 융합해 문화횡단, 

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은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감보다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기선 외.(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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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지역별 한국인의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일반 지역과 접촉지대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다른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인 규모나 주거환경 만족. 

도 등 접촉지대 자체의 환경적 특성이고 둘째는 이주민과의 접촉빈도가 , 

더 높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접촉 지역의 역사적 공간적 특징 때문이다, · .

우선 접촉지대가 가진 환경적 특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보통 외국인   ,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반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고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 

가 낮으며 이주민 증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박효민 외, .( , 2016) 

박효민 외 에 따르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다른 (2016) , 

지역 한국인에 비해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거주지 환경 ,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선족 동포와 중국 일본 동남아 출신 이주민에 대, , 

한 사회적 거리감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 

국인의 규모가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주민 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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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숙연 이는 접촉지대에 거.( , 2011) 

주한다는 특징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

여준다 한편 박신영 외 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2012)

을 대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주거만족도나 다른 지역으로의 , 

이주의향 이주민들과 어울리려는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 

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환경관리 범죄 갈등 교육 문화. ‘ ’, ‘ · ’, ‘ · ’, 

경제활성화 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주민이 환경을 잘 관리하‘ ’ , 

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할수록 이주민과 어울릴 의향과 주

거만족도는 상승하고 이주의향은 낮아지는 반면 이주민으로 인해 범죄, 

와 갈등이 증가한다는 입장은 교육 문화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과 ·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 

집지역 내 한국인에게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이주민과의 접촉빈도이다 송유진 에 따르면 외국인 집  . (2013)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촉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주민과의 실질적인 접촉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분석해야한다 그 결과 외국인 지인이 있고 해외여행 경험이 . , 

많을수록 이주민에게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진.( , 

김혜숙 외 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사회2013) (2011)

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낮아졌다 설동훈 의 연구에서도 특정 국가 . (2013)

출신의 이주민을 고용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 관리자는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고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이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이주. 

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박효민 외 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역 안에서 이. (2016)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사회적 거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해당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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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역의 역사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신· . 

영 에 따르면 같은 외국인 집지역이라도 한남동에 거주하는 한국(2009)

인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전병규와 최창규 는 외국. (2012)

인 집지역을 한국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분

하였는데 전자로는 한국인에게 관광 및 위락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 차, 

이나타운과 서울 서래마을이 있고 후자로는 노동자 집지역인 원곡동, 

과 가리봉동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계층적 공간적 특성은 . ,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이미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 

주민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유진 은 저소. (2016)

득층 집지역과 북한이탈주민 집지역 조선족 집지역 세 곳의 한국, 

인들을 대상으로 각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근린환경 인식을 비교하였

는데 조선족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이질성 옷차림과 예의범절 평가는 , “ ”( ) 

저소득층 한국인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공공질. 

서와 흡연 소음 교통신호 위반 등 공공질서의식에서는 저소득층 집단, , 

이 조선족 이주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처럼 계층적 공간적 . , 

특징을 가진 특정 지역에 대한 반감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별개로 존

재하지만 그 지역에 이주민 비율이 증가하면서 계층적 특성에 대한 부, 

정적 태도가 이주민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지대라는 실제 생활공간에서 한국인과 이주  

민의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단순히 .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주민 수가 많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외국인 집지, 

역의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과 이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집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외집단

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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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접촉에 의해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상호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접촉의 빈도에 따라 거리감이 변화하. 

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맥락과 깊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 

정한다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접촉에 의해 이주민과 한국인의 상호 거리감이 감소할 것이다.

(1-1) 접촉의 양 접촉하는 외국인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 의 수가 많을: ( )

수록 거리감이 낮아질 것이다.

(1-2) 접촉의 맥락 외국인 한국인 과의 접촉맥락에 따라 거리감이 달: ( )

라질 것이다 가족 및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의 접촉은 거리감. 

을 감소시킬 것이고 수직적 상하관계를 전제하는 직장에서의 접, 

촉은 거리감을 상승시킬 것이다. 

(1-3) 접촉의 깊이 자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외국인 한국인 이 : ( )

있을 경우 거리감이 낮아질 것이다.  

(1-4) 가벼운 접촉 길 상점 등에서 외국인과의 우연한 마주침은 이주: , 

민에 대한 거리감을 높일 것이다 한국인에게만 해당. ( )

한편 접촉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에게 같을지 몰라  

도 두 집단은 비대칭적인 사회적 권력을 전제하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접촉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상이할 것

이다 특히 외국인 집지역이라는 공간의 특수한 성격은 그렇지 않은 .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결정하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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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민 외 박신영 외.( , 2016; , 2012; 

원숙연 따라서 접촉의 맥락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주거, 2011) 

환경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설 를 설정하였다(2) .

(2) 거리감에 대한 접촉맥락의 영향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

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한편 이주민의 경우 정주국가에서의 차별경험이 주류사회 구성원에   , 

대한 거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가설 을 설정하였(3)

다 정하나.( , 2016) 

(3)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차별 경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높아질 것이다.

차별경험은 이주민이 경험한 한국인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한국인이 아

니라는 이유로 욕설 및 비하적 언어표현을 감수해야 하거나 부당하게 차

별받은 경험으로 부정적인 접촉 경험 자체를 의미한다 즉 차별경험의 , . 

강도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달라진다면 이는 구체적인 접촉의 

양상에 따라 한국인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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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

1. 국내 외국인 거주현황

국내 체류외국인 인구는 년 전에 비해 증가하여 년 기  10 94.4% 2017

준 만 명을 넘어섰고 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인구208 , 3

명 의 명 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법무부 (1,163,821 ) 60.3%(701,786 )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표 은 년 월 일 기준, 2017.09) < 1> 2015 11 1

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외국인 주민4) 비율이 이상인 지역을  10%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반월산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는 .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가 외국인으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18.77% , 

다 다음으로는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집거지가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 

외국인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난다 그밖에도 서울시 금천구 전남 15.06% . , 

영암군 충북 음성군 경기도 포천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시흥 서울시 , , , , , 

종로구 충북 진천군의 외국인 비율이 이상이었고 년 월 일 , 10% , 2012 1 1

기준 자료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 증가하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3%.p . 

구와 시흥시 서울시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외국인 주민 인구수가 만 명, 4

을 넘어 이주민의 도와 규모가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 

들의 공통점은 모두 외국인 집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4) 외국인 주민 는 한국국적 미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 (B)” ‘ ’( , , , 

국국적동포 기타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 기타 , ), ‘ ’( , 

국적 취득자 외국인 자녀주민 외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 ’( , - , )

를 포함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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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시 도 지역/

시군구 
지역

주민등록 
인구(A)

외국인 
주민(B)

외국인 
비율(B/A)

년 2012
외국인 
비율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18,368 59,761 18.77%   8.47%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8,504 57,000 15.06% 14.39%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36,284 29,304 12.40% 11.48%
4 전라남도 영암군 58,137 7,132 12.27% 9.36%
5 충청북도 음성군 96,396 11,507 11.94% 7.70%
6 경기도 포천시 155,192 17,943 11.56% 8.50%
7 서울특별시 구로구 422,092 47,123 11.16% 10.12%
8 경기도 시흥시 398,256 43,295 10.87% 6.91%
9 서울특별시 종로구 154,986 16,440 10.61% 7.46%
10 충청북도 진천군 67,981 7,200 10.59% 7.0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주 년 이전 자료에는 외국인주민 인구가 구 단위로 집계되지 않아 광: * 2015 (

역 특별시를 제외 안산시 단원구 비율 대신 안산시 전체의 외국인 비율로 / ), 

대신하였음.

표 외국인주민 비율 이상 시군구 지역 < 1> 10% 

박세훈 은 역사적 관점에서 국내 외국인 집지역의 형성과 변천  (2010)

과정을 다루면서 입지요인에 따라 외국인 집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다. , ‘ ’

국적 이주민들이 집한 지역으로 경기도 안산은 반월공단이 위치하여 , 

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과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2015 . 

둘째 대도시 저렴주택지 는 교통이 편리한 동시에 임대료도 저렴한 지, ‘ ’
역으로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처럼 주로 일용직이나 건설업 고향민을 , ,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집해있다 셋째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은 . , ‘ ’

그밖에 조계지 외국 군대나 사원 등이 계기가 되어 형성된 상업지역이, 

며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의 고급주거지 는 대학교와 대사관 등을 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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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이중 대규모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표적. 

인 곳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인 안산과 시흥 일대와 대도시 저렴주택

지인 대림동 및 가리봉동 일대를 들 수 있다.

2. 경기도 안산 및 시흥 일대

대표적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인 안산시 원곡동은 년대 말부터   1970

한국사회의 산업화를 통해 개발되었다 년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 1976

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공단이 가동되면서 년대 초에는 공단 , 1980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겨났다 그러나 년 아시안게. 1986

임과 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년대 1988 , 1990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반월

공단의 중소규모 제조업체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구본규 박세훈.( , 2013; , 

박배균 정건화 이 가운데 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2010; · , 2004) 1993

도입되면서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지역에, , , , , 

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년대 후반부터는 반월. 1990

공단과 함께 시흥시의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음

식점과 식료품점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와 같은 외국인 집지역이 형성

되기 시작하였다 박세훈.( , 2010)

그림 은 년 기준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의 동 단  < 2> 2015

위 외국인주민 비율을 나타낸다 단원구 원곡 동과 원곡동은 외국인주민 . 1

비율이 각각 에 이르러 이주민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73.6%, 70.5%

이 거주하고 인접지역인 선부 동과 초지동의 외국인 주민 비율도 각각 , 2

로 매우 높은 편이다 단원구 전체로 보았을 때 이주민은 25.0%, 14.9% .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특히 집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상록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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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가장 외곽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내외로 일반 수도권 지역과 1%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흥시의 경우 공단이 있는 정왕본동과 정왕. , 

동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각각 로 높게 나타났고 전체 주1 54.5%, 35.8% , 

민 수가 명이 채 되지 않는 과림동을 제외하면 모두 공단 인접지2,300

역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료 년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안산시와 시흥시의 외국인 집지역은 무엇보다 공단 내 기업에 고용  

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민들이 같, 

은 공간에 혼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이주민이 고용허. 

가제 사증 를 통해 입국한 미숙련단순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박세훈(E-9 ) ( ·

정소양 이들 대부분은 젊은 나이에 홀로 입국한 사람들이며, 2010), , 4

그림 <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의 외국인주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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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의 고용허가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이주민10 . 

들의 단기 유출입은 원곡동이 안정적인 소수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장영진 한편 이주민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 , 2006) 

점은 이 일대를 태국 식료품점과 파키스탄 식당 이슬람 사원 등 다채로, 

운 문화와 서비스가 공존하는 다국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 

은 다국적 공간에서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은 국적별 공동체를 형성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들 간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 이, . 

들 대부분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정기적인 

교류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세훈.( , 2010)

한편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그다지 우  

호적이지 않다 원곡동이나 그 인접지역은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주변 상. 

권과 고용구조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겪었고 이 지역 한국인들은 원곡, , 

동을 한국인만 살 때보다 더 시끄럽고 위험한 지역 으로 인지하게 되“ , ”

었다 구본규 박세훈 이선화 또한 원곡동을 방문한.( , 2013; , 2010; , 2008) 

혹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중국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원곡동 다( ) 

문화특구지역하면 떠오르는 형용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에게 이 지역, 

은 부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강한 반면 중국출신 이주민에게는 긍정적 ,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규 최창규 이선화.( · , 2012) (2008)

는 원곡동의 한국인들이 이주민들에게 방어적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주

거지에 낯선 이방인들이 증가하면 낯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 

사실에서 오는 도시적 두려움 이 커지기 때문으로 설명했‘ ’(urban fear)

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 

두드러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이라 불리며 범죄를 저지르기 . “ ”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었고 비행기 값이 없어 본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 “
일부러 사고를 치기도 하는 사람들 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선화”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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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대림동 및 가리봉동 일대

년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의 출신국가는 가 중국으로 순위  2017 45.3% , 2

인 베트남 에 비해 중국 출신 이주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12.8%)

타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중국 출신 이주민은 .( , 2017.9) 

년 한 중수교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국적1992 , ・

을 가진 조선족 동포는 현재까지도 등록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조선족 동포의 .( , 2017.9) 

귀환이주는 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자치주가 포함된 동북 1978 , 

성이 노후화된 공업기지로 인해 극심한 경제침체와 실업난을 겪으며 3

이산가족 형태로 시작되었다 년대부터는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었. 1990

고 년부터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이 보다 쉬워지면서 , 2007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진영 박우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 · , 2009) 

은 년 월 이후 체류만료 기간인 년 개월 전에 재외동포 사증2009 3 4 10

으로 변경하면 귀국 후 재입국 절차 없이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되

었다 곽재석 그 결과 조선족 동포들은 장기체류와 가족차원의 .( , 2011) 

이주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조선족 동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수도권 , 

대도시에 조선족 집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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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도별 조선족 동포 입국자와 체류자< 3>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연도 박우 에서 재인용: , · .( , 2015 )

그림 은 서울 서남권 지역 중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동 단위 외국  < 4>

인주민 비율을 그린 지도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중국점포들이 늘어선 대. 

림 동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로 가장 높고 바로 인접한 대림 동이 2 40.7% , 1

대림 동 신길 동 에 이르고 있다 조금 떨어진 도19.0%, 3 15.4%, 5 16.5% . 

림동 또한 외국인주민 비율이 영등포본동이 신길 동과 15.1%, 12.1%, 1

신길 동이 각각 로 영등포구 남부지역 전반에 이주민이 4 11.8%, 10.9%

대규모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가리봉동의 외. , 

국인주민 비율이 로 가장 높고 구로 동이 구로 동과 동40.3% , 2 23.9%, 4 5

이 각각 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남권 개 지역구의 외18.2%, 10.7% . 4

국인주민 비율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15.1%, 12.4%, 11.2%, 

구 로 표 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5.7% < 1> , 

는 외국인 주민 가운데 가 조선족 동포이다 오정은 반정화 윤인진81.8% .( · · ·

이희정 대림동과 가리봉동은 조선족 출신 이주민들이 집해있는 , 2015) 

소수민족집단 집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는 . 



- 33 -

시흥과 안산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집지역과 달리 중국 , 

출신 이주민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 주요한 이. 

유는 비동포 이주민들에 비해 조선족 동포들은 장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귀화를 통해 가족단위 이주가 가능했기 때, 

문이다.

자료 년 서울시영등포구와 구로구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캐슬과 러 는 외국인 집지역의 형성과정  (Castles & Miller, 1993)

을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젊은 임시노동자들이 유, 

입되는 개인이주 둘째는 가족과 친족 단위의 이주를 통해 네트워크를 , 

형성하는 단계 셋째는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이주, , 

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점 상점 등이 생겨나고 수용국과의 관계가 , 

접해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수용국의 정책상황에 따라 이주민들이 시민, 

그림 서울시 영둥포구와 구로구의 외국인주민 비율 년 기준< 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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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획득하거나 소수민족으로서 영구정착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러. 

한 이론적 틀에서 이종구와 임선일 은 조선족 이주민의 한국정착과(2011)

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년부터 년까지는 이주시작 단계로 한국. 1986 1991

의 친족 네트워크와의 재접속이 이루어졌으며 년부터 년까지, 1992 2004

는 한중 국교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노동이주가 진행 지속되는 시기이·

다 년부터 년은 정부가 중국동포를 예외적인 정책대상으로 인. 2004 2007

식하기 시작하며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년, 2007

부터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허용되고 실질적인 영주화가 이루

어지는 시기이다.

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낮은 임대료와 편리  

한 교통 때문이다 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산업구. 1980

조 변동이 겹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공단들은 심각한 , 

구인난을 겪게 되었다 이때 안산 및 시흥 지역의 공단들은 년대 . 1990

초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지역경제를 유

지한 반면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 구로공단은 디지털산업단지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였다 본래 구로공단 주변에는 섬유 및 봉제산업에 종사하. 

던 여공들이 주로 거주하던 쪽방 형태의 벌집촌 이 형성되어 있었다‘ ’ . 

년대에 기존 공장들이 외부로 이주해나가면서 벌집촌은 가장 저렴1990 , 

한 가격으로 서울시내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조선족 이주민들

의 초기 정착지가 되었다 년대 후반 이곳에 정착한 조선족 이주민. 1990

은 약 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박세훈 뿐만 아니라 벌집촌이 2 .( , 2010) 

집해 있는 가리봉동은 지하철 호선과 호선이 만나는 가산디지털단지1 7

역과 호선 남구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서7

울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가리봉동은 년. 2000

대 호선 남구로역 번 출구를 기점으로 가리봉시장 삼거리를 지나 공7 3

단 오거리까지 에 걸쳐서 이른바 옌벤거리 로 부상하였다 방성훈300m ‘ ’ .( ·

김수현 이석준, 201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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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리봉동의 조선족 집지역은 대림동 일대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데 년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이 강, 2004

화되면서 가리봉동의 많은 조선족 이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주하였

다 안재섭 박이수 또한 같은 해 시작된 가리봉동 재개발 .( , 2009; , 2017) 

사업 역시 직장과 거주지를 잃은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하철 호선과 , 2

호선이 환승가능한 대림역 부근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된다 서지수7 .( ,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중심의 중국인 집지역은 조선족들의 2012)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초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왔다 방성훈 김수현 현재 .( · , 2012) 

이 일대에는 조선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거지와 한, 

국사회 나아가 중국시장을 잇는 국제적인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

박우( , 2017)

하지만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상이한 인식과   

다양한 이미지가 혼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족 집지역 외부에 거. 

주하는 한국인에게 가리봉동 일대는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조선족 에 " "

대한 편견과 쇠퇴해가던 가리봉동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일대 전체가 우, '

범지역 혹은 저소득층 중심의 못 사는 지역 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 ' '

다 채영길 박이수 한편 집지역 내부에 거주하는 한국.( , 2010; , 2017) 

인들은 자신의 거주지역과 이주민들에 대해 조금 더 복잡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년대 조사된 가리봉동에 대한 이 지역 한국인들의 태도에. 2000

는  위험 하고 지저분하다 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며 실제 위험 여“ ” “ ” , “

부와 관계없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 다 한성, ” .(

미 임승빈· , 2009)

또한 박이수 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인 주민과 이주민들의 인식  (2017)

을 범죄 및 치안 주거환경 쓰레기 문제와 이웃관계 상업적 이해“ ”, “ ( )”, “

관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범죄 및 치안 문제에 대해 한국” . 

인 주민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의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고 이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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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추방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많“( ) ” “

이 좋아지 고 지금은 안전 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선족 이주민의 ” “ ” . 

경우 가리봉동이 안산이나 금천구 가산동 공업단지 등 다른 외국인 , 

집지역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리봉동이 범죄와 관련되, 

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쓰레기 문제. 

는 여전히 한국인과 조선족 이주민 모두 공감하는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

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뽑혔다 왜냐하면 조선족 이주민이 분리수거에 . 

익숙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에 문화적인 거부감을 ,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한편 이웃주민으로서의 관계는 한.( , 2016) 

국인과 이주민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 

민들은 직장에 따라 쉽게 이동해나가고 들어오는데 한국인 주민들은 늘 ,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올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피로감

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조선족 이주민들은 가리봉동의 한국인들을 조. “

선족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 고 조선족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인식” , “ ” 

한다 박이수 마지막으로 상업적 이해관계는 외국인 집지.( , 2017: 70) 

역 내에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한 상호의존과 상호신뢰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에서 조선족 이주민들은 식. 

당이나 노래방 식료품점 등을 경영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은 이 지역의 , , 

가장 주된 소비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국출신 이주민. 

에 대하여 양가적 태도를 갖게 된다 이들은 조선족 이주민에 대해 이주. 

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낙후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 

에 이주민 덕분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박이수.( , 

2017: 78) 

이처럼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들은 쓰레기 문제를 비롯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나 치안 이, 

웃관계 혹은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유지하, 

는 양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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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료와 분석방법

1. 연구자료

한국인과 외국인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 접촉의 영향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되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물리, , 

적 환경을 상정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동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는 .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 『

조사 와 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2016』 『 』

를 사용한다.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내 한국인 주민 인식 조사 는 동 단위를   『 』

대상으로 한 조사로 서울시 서남권과 시흥 안산 지역의 외국인의 거주 , , 

집중도가 높은 상위 개 지역에 사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표집하였다13 . 

표본은 개인 단위 표집구성원 만 세 이상 성인 총 개 의 샘플로 20 1,000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개는 집중 거주 지역에서 나머지 개는 500 , 500

외국인 집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 

경험이 유사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최경수 외 .( 2016)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 는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  『 』

봉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선족 명 한족 명이 한406 , 150

국인과 접촉하는 정도와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였다 이윤석 외.( , 

이 조사는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한국인들의 이주2017) 

민에 대한 인식을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

내 내국인 주민 인식 조사 와 동일한 설문으로 설계하였다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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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거리와 대림역 주변의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조선족과 한, 

족의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을 대표하는 표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윤석 외 이 두 자료.( , 2017) 

가 조사한 지역에는 가리봉동 대림동 등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과 함께 , 

외국인과 한국인의 인구 구성이 유사한 지역도 포함시켰다 가리봉동과 . 

대림동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등록 외국인 인구 비율이 총 인구 대비 

이상이면서 그 외국인들 중 중국인 비율이 이상이 되는 지역10% 90% 

을 포함시켜 서울시의 총 개 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명을 추출하, 13 437 

였다 한국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 『

주민 의식 조사 는 년에 하였고 외국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한 2015 , 』

서울시 외국인 주거 환경 조사 는 년에 이루어져 시기가 일치하2016『 』

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상호 집단에 대한 신뢰가 큰 차이가 없, 

을 것으로 보고 상호 비교를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한국인에게는 중국 출신 이주민을 중국출신 이주민에  , 

게는 한국인을 각각 나의 직장 동료 와 나의 배우자 로 받아들일 수 , ‘ ’ ‘ ’
있는지에 대해 이항로짓회귀분석법 을 이용(Binary Logistic Regression)

하였다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개 중 . 1,096

항목 무응답 등을 제외한 개 표본을 사용하였고 중국인의 한국인1,087 , 

에 대한 태도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개 중 항목 무응답 등을 제외한 556

개 표본을 사용하였다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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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델

분석에서 사용하는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은 기본적인 사  . Model 1

회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외국인 한국인과의 접촉횟수가 이주민 한국인을 / /

나의 동료와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Model 

에서는 에서 살펴본 변수와 함께 접촉의 맥락이 이주민 한국2 Model 1 /

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다 은 . Model 3

접촉의 양과 맥락 깊이를 모두 함께 고려한 접촉의 통합모델이라고 할 ,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는 가설 를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로 외. Model 4 (2) , 

국인과의 접촉 맥락과 주거환경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로 살

펴본다 이때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분석의 모든 모델에서는 지난 . 

주간 외국인과의 우연한 만남 여부가 들어가고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2 , 

한 태도분석에서는 모든 모델에 차별경험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4.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 간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 집단의 구성원  

이 직장에서의 동료가 되는 것 에 찬성 여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 “ ”

에 찬성 여부로 측정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본래 . .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총 단계의 내집단7 5) 중 상대방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통해 상대 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견 정도를 측정

5) 자국 방문 점 국민 점 직장동료 점 이웃 점 친구 점 자녀 (7 ) > (6 ) > (5 ) > (4 ) > (3 ) > 

의 배우자 점 나의 배우자 점(2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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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도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거리감 척도의 누적성과 단차원성이 ,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김석호 외 예컨대 보가더스 척도는 상.( , 2013) 

대방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민으로도 받아

들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각 내집단에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 

하고 이를 합산해서 외집단별 개인의 거리감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 

한국사회에서는 그러한 누적성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내집단 별 점수를 부여하거나 합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

한 중국 출신 이주민의 편견도 측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이주민에게 한국인에 대해 자국 출신국 에 방문하는 것 혹은 자국 출“ ( ) ” “ (

신국 의 국민 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따라 자녀와의 동반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거나 자, 

녀가 출신국에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을 자녀의 배, 

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 역시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상호 거리감을 측정하는 내집단 모

두를 다루지 않고 동료와 배우자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대표적 내집단 , 2

개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이때 수용가능한 내집단으로 나의 동료 와 . “ ”
나의 배우자 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대다수가 노동이“ ”

주 혹은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동료와 배우자 각각이 공적 , 

공간에서의 관계와 사적 공간에서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때 조사과정에서는 한국인의 경우 조선족에 대한 태도와 그밖에 중  

국인 한족 에 대한 태도를 따로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조선족과 한족( )

을 구분하지 않고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선족과 한족의 구분은 분석과정에서 통일하

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접촉지대 내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인. 

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이주민의 구성원과 한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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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이주민의 주체가 같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자료 중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는 충분히 많은 비동포 중

국출신 이주민을 표집하지 못하여 따로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이 가진 ,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족을 포함. 

한 중국출신 이주민들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이와 비교

하기 위해 조선족 포함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접촉지대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접촉의 . 

효과는 주거환경만족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국출신 이주민은 그들의 민족성에 따라 동포 와 “ ”
비동포 로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인식된다기보다는 한국과 다른 문화를 ‘ ’

가진 중국인으로서 인식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다 단 비교. , 

를 위해 조선족 이주민과 비동포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수용정도가 외

국인 접촉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표를 추

가하였다 표 또한 조선족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 6) 

동포와 비동포 모두를 포함한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표 도 부록에 추가하였다< 7> . 

4) 독립변수

접촉의 양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인을 기준으로 지난 주간   / , “ 2

대면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의 방식으로 연락 또는 접촉한 외국인 한국, , , /

인의 수 를 조사하였고 이때 길에서 스쳐지나가거나 음식점 등에서 마” , , 

주친 경우는 제외하였다 접촉의 맥락은 지난 주 동안 연락 또는 접촉. “ 2

한 외국인 한국인과는 어떤 관계 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응답 항목은 / ” , ①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또는 직장 상사 이웃 또는 동네 ② ③ ④

주민 내가 고용한 직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자녀가 다니는 ⑤ ⑥ ⑦

학교 학부모 기타 중 응답자 수가 매우 적은 번을 제외하고 , , ⑧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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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친구 직장에서 만난 사람 이웃 주민으로 재조작하였1) 2) 3) 

다 이때 관계의 깊이가 다른 가족 과 친구 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 ‘ ’ ‘ ’
이유는 첫째 두 항목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 한국인 대상 자료의 경우 가족 으로 이주민을 접하는 사례 수가 ‘ ’
전체 표본 수에 비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접촉의 깊이는 지난 주 . “ 2

동안 연락 또는 접촉한 외국인 한국인 중 한국인 자국인 친구처럼 가깝/ /

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지 를 통해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고 지난 주 간 ” / , 2

접촉한 외국인 한국인이 없을 경우 친구가 없는 것으로 재조작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국인 조사의 경우 지난 주 동안 대면 전화 우편 인터“ 2 , , , 

넷 등의 방식으로 연락 또는 접촉한 경험을 제외하고 우연히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조사하여 예 아니오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 . 

5)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

주거환경 만족도는 총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점척도 매우 불만족  7 4 ( =1~

매우 만족 로 조사한 후 각각의 값을 모두 더하여 사용하였다 가지 =4) . 7

주거환경 만족도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의료 복지시설 등 ; , ①

접근 용이성 문화시설 및 놀이터 공원 녹지 수변 등 접근 용이성 미· · ·② ③

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학교 학원 등 교육환경 치안 및 범· · ④

죄 등 방범상태 자동차 경적 집주변의 소음정도 청소 및 쓰레기 처, ⑤ ⑥

리 상태 이웃과의 관계 ⑦

한편 중국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장소에 따라 차별  

받은 정도를 점척도 차별경험 없음 별로 심하지 않았다 약간 심4 ( =0, =1, 

했다 매우 심했다 로 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각각의 상=2, =3) , 

황에서의 차별경험 정도를 모두 더하여 사용하였다 차별받은 장소를 조. 

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거리나 동네에서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 , , ① ②

서 공공기관 동사무소 경찰서 등 에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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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장 일터에서 , ⑤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취업상태 교육  , , , , 

수준 월 가구소득 자녀의 유무로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하여 , , 

똑같이 적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남성 과 배우자 있음 취. ‘ ’ ‘ ’, ‘
업자 자녀 있음 이 설정되었고 연령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월 가’, ‘ ’ , . 

구소득의 경우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한국인은 만원 이하부터 199

만원 단위로 구분하였고 이주민은 만원 이하부터 만원 단위로 100 , 99 100

구분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은 해석의 편리함을 위하여 . ,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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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 결과

1.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표집된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의 사회인구학  

적 특성은 표 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다 양 집단에서 성비와 < 2> . 

연령 배우자의 유무는 크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고등교육을 받은 , . 

비율은 한국인에게서 더 높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비율은 ,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중국 출신 이주민이 더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 

비율이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거의 두 배 이상 높았고 월 가구소득은 , 

한국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는 한국인의 외국인 접촉양상과 중국인의 한국인 접촉양상 그  < 3>

리고 각 집단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한국인의 경우 .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한다하더라도 외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없다고 응

답한 경우가 에 가까운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인과의 60% , 

접촉이 아예 없었다는 응답은 명 중 명으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접촉4 1 . 

의 맥락을 살펴보면 외국인 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웃 주‘

민 으로 외국인과 만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중국 ’ , 

출신 이주민은 한국인을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호집단. 

에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지 않았지만 중국 , 

출신 이주민보다 한국인에게서 더 낮았고 우연히 외국인을 보거나 지나, 

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국인의 이상이 있다고 응답85% 

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한국인보다 중국 출신 이주민에게서 약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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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이주민이 경험한 평균적인 차별 강도는 점 점 점 이었다, 1.52 (0 ~3 ) .

한국인 중국 출신 이주민
표본 수 % 표본 수 %

성별
남성 553 50.46 295 53.06
여성 543 49.54 261 46.94
합계 1,096 100.0 556 100.0

연령 평균 표준편차( ) 세 42.29 (13.18) 세 44.61 (12.49)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751 68.52 378 67.99
배우자 없음 345 31.48 178 32.01

합계 1,096 100.0 556 100.0
취업 
상태

취업 768 70.07 516 92.81
미취업 328 29.93 40 7.19
합계 1,096 100.0 556 100.0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2 2.92 68 12.23
중학교 졸업 48 4.38 146 26.26

고등학교 졸업 540 49.32 265 47.66
대학교 이상 475 43.38 77 13.85

합계 1,095 100.0 556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88 35.40 379 68.17
자녀 없음 708 64.6 177 31.83

합계 1,096 100.0 556 100.0

월 
가구 
소득
한국인( )

만원 이하199 59 5.42
만원200-299 158 14.52
만원300-399 301 27.67
만원400-499 307 28.22 - -
만원500-599 172 15.81

만원 이상600 91 8.36
합계 1,088 100.0

월 
가구 
소득
중국인( )

만원 이하99 72 14.04
만원100-199 262 51.07
만원200-299 - - 157 30.60

만원 이상300 22 4.29
합계 513 100.0

표 한국인과 중국 출신 이주민의 기초통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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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상
외국인과의 접촉( )

중국인 대상
한국인과의 접촉( )

표본 수 % 표본 수 %

접촉의 
양

명0 637 58.12 138 24.82
명1-2 165 15.05 129 23.20
명3-4 99 9.03 147 26.44
명5-9 70 6.39 90 16.19

명 이상10 125 11.41 52 9.35
합계 1,096 100.0 556 100.0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0. 637 58.66 138 25.09
가족 친구1. , 31 2.85 131 23.82
직장 동료2. 161 14.83 190 34.55
이웃 주민3. 257 23.66 91 16.55
합계 1,086 100.0 550 100.0

접촉의 
깊이

친구 있음 159 14.51 215 38.67
친구 없음 937 85.49 341 61.33

합계 1,096 100.0 556 100.0
우연한 
만남 

있었음 939 85.68
없었음 157 14.32 - -
합계 1,096 100.0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SD) 11.54 (2.93) 13.29 (2.59)
차별경험 강도 평균(SD) - 1.52 (2.63)

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호접촉의 양상과 주거환경 만족도< 3> 

2.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거리감

표 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명을 대상  < 4> 1,087

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출신 이주민을 자신의 동료 혹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이다 부터 . Model 1 3

은 접촉의 양상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측정하고 있고 마지막 

는 외국인과의 접촉 맥락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Model 4

치는 영향에 주거환경 만족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표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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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겨진 값은 각각의 변수 값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응답자가 이주민, 

을 나의 동료 나 나의 배우자 로 받아들일 오즈의 로그값을 의미한다‘ ’ ‘ ’ .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 

성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남성들은 , 

이주민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성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밖에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이주민을 . 

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주민을 배우자, 

로 받아들일 때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접촉의 양상에 따른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보면 몇   ,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지난 주간 외국인과의 접촉의 . 2

양은 중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접촉한 외국인이 많을수록 . 

중국인을 나의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나의 배우자 로 ‘ ’ , ‘ ’
받아들일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양극화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보다 엄 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접촉하는 외국, 

인의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외국인 동료 라고 했, “ ”
을 때 떠올리는 이주민과 외국인 배우자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주민 “ ”

간에 간극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주민을 배우자로 수용할 가능성이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직장이라는 비교적 수직적인 . ,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중시되는 공간에는 이주민을 받, 

아들이기도 싫고 이미 직장에서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 하더라도 , 

그 경험은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그런 점에서 직장은 . 

기존에 가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극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접촉의 양과 접촉의 맥락이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만을    Model 2

살펴보면 이주민을 동료로 받아들이든 배우자로 받아들이든 접촉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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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접촉한 외국인의 수는 여전히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에서는 접촉의 양뿐만 아니라 접촉. Model 3

의 깊이가 거리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 출. 

신 이주민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혹은 이웃주민으

로 외국인을 주로 접한 경우 배우자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접촉의 효과만 보았을 때 이주민을 . 

동료로 받아들일 때에는 접촉의 맥락보다는 양과 깊이가 더 중요하지만, 

배우자처럼 훨씬 가깝고 사적인 인맥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는 직장이나 이웃처럼 공적인 관계에서의 접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한편 접촉의 맥락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는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된다 우선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로 받. 

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없을 때보다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을 만날 때 이주민을 나의 동료 로 받아들이기 어‘ ’
려워하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그러한 태도가 반전되, 

어 이주민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중국 출신 이주민을 . 

배우자 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 ’
은 전혀 외국인과 접촉이 없던 사람들보다 이주민에 대해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 경우 태도가 반전되는 양상이 ,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볍고 피상적인 접촉 우연한 만남 은 편견을 강화시킨다  ( )

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본 자료의 분석에서는 오(Allport, 1958:228), 

히려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외국인 집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상 전체 응. , 

답자 중 우연히 외국인을 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매우 작은데 피상적, 

으로라도 외국인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중국인에 대한 거리감이 매

우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경향은 한족 이주민. , 



- 49 -

을 제외한 조선족 이주민에 한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경향이라는 점인데, 

조선족은 그 민족적 특성상 대화를 통해 그들의 한국어 말투를 구분하지 

않는 이상 외견상으로 한국인과의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표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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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외국인 수

-0.128 
***

-0.202 
**

-0.231 
***

-0.167 
* 0.094 0.273 

**
0.253 

**
0.279 

**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667 0.393 -1.083
 

0.436 0.132 -1.031

직장 2. 
동료  0.482 0.364 -1.608 

*  
-0.642 -0.814 

**
-3.004 

**
이웃3. , 

주민  0.097 0.044 -0.089
 

-0.672 -0.775 
** -0.032

접촉의
깊이

친한
외국인
유무

  0.496 
**

0.436
*   

0.475
* 0.402

주거환경 만족도    0.047    0.019
상호작용 

효과: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123
 

　  0.098

직장 2. 
동료    0.170 

**   
 0.179 

**
이웃3. , 

주민    0.006
  

 -0.075

우연한 만남 유무 0.494 
***

0.476 
***

0.456 
**

0.473 
**

0.494
*

0.506
*

0.485
*

0.505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278
*

0.269
*

0.248
* 0.233 0.779 

***
0.780 
***

0.761 
***

0.746 
***

연령 -0.003 -0.002 -0.003 -0.005 0.021
*

0.024 
**

0.023
*

0.021
*

혼인상태 0.161 0.163 0.183 0.217 -0.438 -0.462 -0.445 -0.412
교육수준 0.014 0.017 0.017 0.024 -0.207 -0.182 -0.188 -0.209
취업상태 0.111 0.081 0.095 0.117 -0.113 -0.094 -0.082 -0.015
가구소득 0.032 0.029 0.023 0.019 0.142 0.131 0.128 0.111
자녀 유무 0.046 0.051 0.035 0.002 0.322 0.340 0.329 0.309

상수 0.001 -0.044 0.025 -0.478 -3.136 
***

-3.243 
***

-3.157 
***    

-3.224 
***

N 1,087 1,087 1,077 1,074 1,087 1,077 1,077 1,074

표 한국인의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4>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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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접촉의 맥락에 따라 중국 출신 이주민을 각각 동료와 배  < 5>

우자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그린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 모두 주거환경 만족도가 유의한 상호작용효. 

과를 갖는 것은 지난 주간 외국인을 접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주로 2

직장에서 접촉한 경우였다 외국인을 가족 및 친구로 접촉했을 경우 주. , 

거환경 만족도가 높으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졌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고 동네 이웃 외국인과의 만남도 접촉이 아예 없었던 , 

한국인에 비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림 와 그림 은 각각 한국인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와 배  < 6> < 7>

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접촉의 맥락과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값으로 통제하였을 때 주거환경 만족도에 , 

따라 지난 주간 외국인을 접촉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한국인에 비해 2

주로 직장에서 외국인을 만났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 혹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을 보여준다 그림 . <

과 그림 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주민을 배우자 로 받아6> < 7> ‘ ’

들일 가능성은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또‘ ’ .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민을 동료

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모든 접촉맥락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림 에서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7> . 

거환경 만족도가 낮을 때에는 직장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주민에 대

한 편견을 강화하는 데 반해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출신 이주민을 나의 동료 로 받. ‘ ’
아들일 때에는 주거환경 만족도의 역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나의 ‘

배우자 로 받아들일 때에는 상대적 역치가 높게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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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동료로 수용할 가능성 중국인을 배우자로 수용할 가능성
그림 접촉의 맥락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의 상호작용효과와 신뢰구간< 5> 

 

그림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접촉맥락이 중국인을< 6> 

동료로 수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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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접촉맥락이 중국인을 < 7> 

배우자로 수용하는 데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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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거리감

표 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  < 5>

을 직장 동료와 배우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 에서는 한국인과의 접촉의 양은 한국인에 대한 . Model 1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한국인과의 접촉이 아예 ,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주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한국인과의 , 

접촉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에서는 표 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경우보다 . Model 2 < 4>

접촉의 맥락이 뚜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접촉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과 달리 한국인과 직장에서의 접촉은 한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 

에 반감을 갖도록 만든다 한국인들의 경우 같은 에서 직장에서. Model 2

의 외국인 접촉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자신의 동료나 배우자로 받아들이

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한국, 

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이 한국인보다는 이주민에게 한국인에 대한 더 부

정적인 편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를 함. Model 3

께 놓고 비교해보아도 직장에서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접촉은 한국인에, 

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특정한 태도를 극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이주민에게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일관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상호작. 

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김석호 외 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이주, (2011)

민의 는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차별43.2% , 

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 및 일터가 로 가장 높았다 또한 조선족 52.6% . 

이주민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직장 내에서의 무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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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접촉이 얼마나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 , 

도와 거리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할 수 있다. 

에서는 같은 지역 출신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이 있  Model 3

을 경우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며 동시에 한국인과의 , 

직장에서의 만남이 동료와 배우자로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모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 

분석과는 달리 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는 접촉맥락과 한국인 수Model 4

용성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반면 가설 에서 예. (3)

상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차별 경험 강도는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

는 경우에 모든 모델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차별 경험 강도와 같이 한

국인과의 특정하고 부당한 접촉맥락 경험보다도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접

촉이 더 한국인에 대한 편견형성에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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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1
coef.

Model2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한국인 수 -0.022 0.378

* 0.229 0.224 0.036 0.182 0.116 0.105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1.496
*

-1.914
** -1.024  -0.089 -0.350 -2.238

직장2. 
동료  -2.345 

***
-2.508 

*** 0.902  -0.946 -1.108 
*** -0.812

이웃3. , 
주민  -1.091 -1.097 -1.155  -0.359 -0.484 -2.440

접촉의
깊이

친한
한국인
유무

  1.514 
***

1.520 
***   0.716 

**
0.739 
***

주거환경 만족도    0.219    -0.021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071    0.142

직장2. 
동료  　  -0.266    -0.028

이웃3. , 
주민  　 　 0.011  　  0.147

차별 경험 강도 -0.061 -0.046 -0.070 -0.061 -0.090 
**

-0.077 
*

-0.087 
**

-0.083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559 -0.421 -0.388 -0.402 -0.487 
* 

-0.460 
*

-0.454 
*

-0.456 
*

연령 0.028 0.027 0.028 0.030 0.004 0.004 0.005 0.003
혼인상태 -0.148 -0.233 -0.312 -0.414 -0.147 -0.208  -0.255 -0.303
교육수준 -0.022 0.076 -0.011 -0.004 -0.118 -0.102 -0.124 -0.114
취업상태 -0.238 -0.228 -0.065 -0.178 0.151 0.241 0.297 0.212

가구소득 1.392 
***

1.376 
***

1.339 
***

1.386 
***

0.576 
***

0.581 
***

0.555 
***

0.586 
***

자녀 유무 0.105 0.078 -0.020 0.016 -0.012 -0.094 -0.119 -0.118
상수 -0.568 0.134 0.351 -2.499 0.621 0.739 0.843 1.256

N 510 505 505 503 508 503 503 501

표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5>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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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요약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접촉지대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   ,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촉의 양과 접촉의 깊이. , 

가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으며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 접촉의 맥락과 접촉의 깊이가 한국인에 ,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의 경우 접촉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  , 

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배우자로 수용하는 태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 

사람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중국인의 경우 접촉한 한국인의 수가 많을수록 한국인을 동료. , 

로 받아들이는 데 더 수용적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친한 한국인 친구

가 있느냐가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접촉의 

양은 그 영향력이 사라졌다.

한편 직장에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은 한국인이 중국 출신 이주민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배우자로 받, 

아들이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국인의 경우 직장에서 . 

한국인과의 접촉은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크게 악화시켰다 중국 출신 . 

이주민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동료와 배우자로서의 수용 의

사는 높아지지만 한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직장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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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접촉지대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과의 접촉 맥락이   , ,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의해 조절된

다 외국인과의 접촉이 주로 직장이나 이웃관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 , 

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경우 그 효과가 사라지거나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주민의 존재가 자신들의 주. , 

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접촉지. , 

대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에는 주로 직장에서 한국인과 접

촉할 때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줄어들지만 주거환경 , 

만족도에 의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한국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한국에서 차별경, 

험은 한국인을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는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주

거환경보다는 소득과 차별경험에 훨씬 민감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 때 크게 완화

되었지만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 

상관없이 구체적인 차별경험과 직장에서의 접촉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

이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이주민과 주류 한국인 사이의 거리감이 이들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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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실증했다는 점

이다 특히 외국인 집지역 내 한국인과 이주민의 두 집단 모두를 대상. 

으로 분석함으로써 접촉의 맥락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각각의 편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낼 수 있었다 최근 중국 출. 

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은 접촉지대 내 주류집단과 소수 , 

이주민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인식에 주목해왔지만 박배균 정건화( · , 2004; 

이선화 박세훈 전병규 최창규 한국인과 이주민의 , 2008; , 2010; · , 2012), 

편견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비교분석하는 시도는 부족했

다 이 글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분출된 혐오 감정이 아니라 실. , 

제 생활공간에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이 서로에 대한 인식과 편

견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접촉의 영. 

향에 대해서 단순한 접촉의 양이나 빈도뿐 아니라 접촉의 맥락과 깊이, 

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에서 조선족 동포와   , 

비동포 중국인의 특성과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출신 이주민, 

으로 포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족을 포함한 비동포 . 

중국출신 이주민의 경우 한국에 이주하여 살아간 역사는 매우 길지만, 

규모가 조선족 이주민에 비해 작다 반면 조선족 이주민은 한국에서 형. 

식적으로나마 동포 로 받아들여지며 장기정착과 가족이주가 가능하고“ ” , 

무엇보다 언어장벽이 없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고용되거나 한국인과 개인

적으로 교류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조선족 이주민. 

을 더 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 

미디어를 통해 더 쉽게 받아들이며 확산시키기도 한다 자료의 한계를 . 

극복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선족 이주민과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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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연구결과 한국인과 이주민의 직장에서의 접촉은 상호인식에 부  ,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에서의 상호작용을 더 세, 

하게 구분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알포트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에서 접촉한 외집단원의 지위가 상호동일하거나 자신보다 상사일 경우, 

상대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반면 상대의 지위가 더 낮을 경우 편견이 ,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모델로는 이러한 매커니즘을 검증. 

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인 조사를 통해 관계의 , 

맥락을 보다 세 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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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조선족 이주민 비동포 이주민 조선족 이주민 비동포 이주민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외국인 수

-0.254
***

-0.184
**

-0.183 
*** -0.130 0.255 

**
0.328 

**
0.239

*
0.230

*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583 -0.777 0.405 -1.530 0.131 -0.663 -0.311 -1.789

직장 2. 
동료 0.194 -1.065 0.407 -1.921 

**
-0.897 

**
-3.555 

**
-0.757 

*
-2.734 

**
이웃3. , 

주민 -0.009 -0.544 0.057 -0.247 -0.948 
** -1.054 -0.782 

** 0.809

접촉의
깊이

친한
외국인
유무

0.711 
***

0.673 
***

0.375
* 0.337 0.668 

**
0.600

* 0.242 0.196

주거환경 만족도 0.067 
** 0.015 0.064 0.014

상호작용 
효과:

접촉맥락#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111 0.162 0.060 0.125

직장 2. 
동료 0.101 0.198 

***
0.202 

** 0.168 *

이웃3. , 
주민 0.045 0.022 0.000 -0.151 

*
우연한 만남 유무 0.345

*
0.361 

** 0.105 0.123 0.462 0.499 0.359 0.376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152 0.143 0.278 
**

0.260
*

0.795 
***

0.770 
***

0.735 
***

0.712 
***

연령 0.000 -0.003 -0.003 -0.004 0.026 
**

0.022
* 0.013 0.013

혼인상태 0.103 0.123 0.229 0.259 -0.259 -0.233 -0.489 -0.443
교육수준 -0.007 -0.002 -0.009 0.008 -0.254 -0.281 

* -0.190 -0.195
취업상태 0.171 0.191 0.023 0.025 -0.186 -0.103 0.078 0.101
가구소득 0.039 0.031 0.025 0.029 0.093 0.073 0.112 0.106
자녀 유무 0.036 0.021 -0.021 -0.067 0.274 0.275 0.366 0.308

상수 -0.180 -0.871 -0.037 -0.249 -3.218 
***

-3.744 
***

-2.873 
***

-3.025 
***

N 1,077 1,074 1,077 1,074 1,087 1,074 1,077 1,074

표 조선족과 비동포 중국출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수용성< 6>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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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동료로 수용 배우자로 수용

조선족 이주민 중국출신 이주민 조선족 이주민 중국출신 이주민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Model3
coef.

Model4
coef.

접촉의 양 연락 접촉/
한국인 수 0.179 0.162 0.229 0.224 0.156 0.143 0.116 0.105

접촉의
맥락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1.838 

* -1.492 -1.914
** -1.024 -0.282 -3.772

* -0.350 -2.238

직장2. 
동료

-2.366 
** 1.968 -2.508 

*** 0.902 -0.958 
* -1.801 -1.108 

*** -0.812

이웃3. , 
주민 -1.159 3.085 -1.097 -1.155 -0.295 -2.116 -0.484 -2.440

접촉의
깊이

친한
한국인
유무

1.379 
**

1.436 
**

1.514 
***

1.520 
*** 0.477 0.488 0.716 

**
0.739 
***

주거환경 만족도  0.313  0.219 -0.092  -0.021

접촉맥락
#

주거환경
만족도

접촉 없음 (base outcome = 0. ) 　
가족1. , 

친구  -0.041  -0.071 0.274
*  0.142

직장2. 
동료  -0.357 

*  -0.266 0.069  -0.028

이웃3. , 
주민 　 -0.350 　 0.011 0.142  0.147

차별 경험 강도 -0.063 -0.045 -0.070 -0.061 -0.096 
**

-0.095 
**

-0.087 
**

-0.083 
*

통제변수

성별 남성( ) -0.581 -0.578 -0.388 -0.402 -0.869 
***

-0.871 
**

-0.454 
*

-0.456 
*

연령 0.047
* 0.046 0.028 0.030 0.006 0.005 0.005 0.003

혼인상태 0.468 0.380 -0.312 -0.414 -0.064 -0.107  -0.255 -0.303
교육수준 0.080 0.049 -0.011 -0.004 -0.049 -0.031 -0.124 -0.114
취업상태 0.628 0.650 -0.065 -0.178 0.312 0.129 0.297 0.212
가구소득 1.319 

***
1.380 
***

1.339 
***

1.386 
***

0.513 
**

0.531 
**

0.555 
***

0.586 
***

자녀 유무 -0.927 -0.885 -0.020 0.016 -0.399 -0.350 -0.119 -0.118
상수 -1.158 -4.928

** 0.351 -2.499 0.915 2.215 0.843 1.256

N 384 384 505 503 383 383 503 501

표 조선족과 조선족 포함 중국출신 이주민의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7>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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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acts with Foreign Neighbors 

and Mutual Attitudes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Chinese 

Immigrants in Ethnic Enclaves

CHO, HAYOUNG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prejudice Korean 

nationals have towards Chinese immigrants residing in ethnic 

enclaves in Seoul and Kyeonggi areas, and vice versa.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mutual contacts of the two groups reduce or 

reinforce the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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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ir contact patterns. As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s between Chinese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in the Daerim-dong area seemed to have mainly origina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eople hav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postulates that the effects of mutual contac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Many previous studies have emphasized that prejudice ethnic 

minority groups and majority groups have towards each other can 

be aggravated or reduced depending on the aspects of contact. In 

general, certain types of contacts such as hierarchical relationships in 

workplace, superficial and accidental contacts, or contacts in 

distinctively divided residential space tend to strengthen hostility to 

each other, while contacts in a friendly manner lower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veal that the contacts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in ethnic enclave area have an 

important effect on constructing prejudice against each other. In the 

case of Korean nationals, the more they come into contact with 

foreigners, the more likely it is for them to accept Chinese 

immigrants as colleagues. On the other hand the more Korean 

nationals come into contact with foreigners, the less likely it is to 

accept Chinese immigrants as spouses. This implies that the more 

contacts Koreans have with foreigners, the more strict their notion of 

separation becomes; separating those who can be accepted only as 

colleagues and those who can be accepted only as spouses. In the 

case of Chinese immigrants, it is found that having close Korean 

friends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whether they can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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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both as colleagues and spouses. Meanwhile, contacts made 

between immigrants and Korean nationals at workplace greatly 

aggravated prejudice in both groups. Especially for Chinese 

immigrants, their degree of social distance to Koreans increased 

regardles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en their contacts with 

Koreans were made mainly at work.

  Secondly, when Koreans living in the ethnic enclaves have contacts 

with foreigners mainly as colleagues or neighbors, their attitudes 

towards Chinese immigrants are likely to be negative. However, 

whe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s high, the 

effect of negative contacts disappears or it even affects in a positive 

wa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hinese immigrants, there is 

no moderating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environment. 

Instead, higher household income level te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ccepting Koreans and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in Korea 

have strong negative impacts on accepting Koreans as spou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prejudice Korean nationals 

have towards Chinese immigrants is greatly alleviated when the level 

of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increases, but the attitude 

Chinese immigrants hold towards Koreans is formed through specific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ontact experiences at work.

……………………………………
Key words: ethnic enclave, Chinese immigrants, mutual attitudes,    

    contacts, living environment, soci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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