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 
역사와 현황

정 재 원

- 개요 - 　
본 논문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되 더 많은 이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 현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인 이주의 특성에 해 
서술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류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불법적 이주의 비율이 높은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에 관해서는 정확한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식 
통계 자료가 보여주지 못 하는 현실들을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바
탕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ㆍ중국 간 이주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러시
아로의 중국인 이주는 소련 붕괴 이후의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 두 
나라 간의 인구의 이동 및 이주는 소련 성립 이전부터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 민족 간 문화적 교류 역시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소련 시 에는 양국 간 이주가 크게 통제, 제한되
어 왔지만, 소련 붕괴 이후 이주의 주요 메커니즘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
들 간의 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향후 양국 간 발
전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노동이주, 그리고 중소기업가를 비
롯한 각종 고급인력들의 이주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주패턴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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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더 심화된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한층 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중-미 관계는 악화되지만 러-미 관계는 상 적으로 개

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는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간극을 이용하

는 전략일 뿐 실제로는 러-미 관계도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북아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강화됨으로써 한층 더 

미-일 구도에 맞서는 러-중 간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급속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러시아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지만, 

외적 조건 변화로 인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는 물론 이에 따른 인구의 이동과 이주 등 인적 교류, 그리고 러시아 극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이 한층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 국가로부터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탈출구로 동북아 등을 중요한 

안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는 중앙 정부의 주도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본 투자를 이

끌어 내고, 극동 지역의 경제를 연방 내 다른 지역 경제와 한층 더 밀접하게 

통합시키며, 이와 동시에 극동 지역을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목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가장 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은 매우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도에 상징적으로 하바로프스크에 설치된 극동개발부는 바로 이러한 

전략 하에서 만들어진 국가 기관으로서 이는 지방 정부들과의 협력 속에서 연

방 수준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경제적 소프트 파워

를 창출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

로써 설치된 지역이 바로 러시아 극동 지방이라는 점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로스네프트, 가즈프롬, 러시아 철도 로지스틱스, 트란스네

프트 등 주요 국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

자를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으로부터 해외로 수출을 촉진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유기업들은 특히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러시

아 극동 지역과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 무엇보다 중국과의 교역을 주도함으로

써 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서 2015년까지의 약 

15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한층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 가즈

프롬사와 중국 간에 체결된 가스관 공사 관련 금액은 약 4000 억 달러에 달하

는데, 이는 한 해 전 로스네프티사와 중국 간에 체결되었던 석유 공급에 관한 

계약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 기업들로는 노바텍, 루스하이드로, 그리고 트렌스네프트 등이 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교류와 연동되는 양국 간의 인구의 이

동, 특히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인 측면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되 

더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의 중국인 이주를 중심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 이주의 비율이 높은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에 관해

서는 정확한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식 통계 자료가 제시하지 못 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이주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러시아와 중국 간 이주의 패턴 분석을 위한 국제이주 이론 적용

국제이주를 개인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는 행위 이론들 중 

가장 핵심적인 배출-흡인 이론에 따르면, 두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가능한 한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 이동은 그 지역의 인구 

규모와 두 지역이 인접해 있을수록 급증한다. 특히 고용기회가 노동력을 끌어

들인다고 보는데, 유입지역의 상 적 이점이라는 경제적 변수는 인구보다는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1인당 국민 소득과 같은 것이 있다. 또 다른 행위 이

론인 신고전파 경제학 거시이론인 균형 이론도 과잉노동력을 보유하는 저임

금, 빈곤 국가의 노동자들이 과소노동력을 특징으로 하는 고임금 국가로 이주



하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 미시이론인 비

용-편익 분석 이론 역시 합리적 개인 행위자가 국제이주의 비용과 편익을 계

산한 결과 순이익이 기 되는 경우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

그러나 중국에 비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었던 러시아, 그것도 러시

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극동 지역으로 중국 이주자들이 크게 이주해 

온 현상은 배출-흡인 이론에서의 가설들과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

다.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측면과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계층화와 과잉

노동력이라는 배출 요인의 문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유입국인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나 구조가 유입 요인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지점이 존

재한다. 이 외에도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국제이주의 비용이나 편익적 

측면에서 이익이 기 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구조이론에서는 국제이주를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로 파

악하는데, 국제이주의 이동의 방향과 규모는 상이한 생산양식 혹은 국제 분

업 위계상의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특히 구조

이론 중 상 적 과잉인구 이론에 따르면, 전 세계적 자본축적과정은 주변부

에서는 전통적 생산양식을 파괴함으로써 상 적 과잉인구를 창출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중심부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팽창, 노동력 부족을 발생시켰는데 

바로 이러한 중심부의 자본투자에 의해 촉발된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이 

국제이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저개발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

가 중심부의 노동자로 충원되게 될 경우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러한 저임금 효과 등을 기 하여 심지어 실업률이 높을 때에

도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다는 것이다.2) 

1)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G. J. Borjas(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pp. 457-485; E. S. Lee(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pp. 47-57; D. S. Massey, J. Arango, G. 
Hugo, A. Kouaouci, A. Pellegrino, and J. E. Taylor(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pp. 431-466; A. Rosers(1967) “A Regression Analysi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aliforni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9, pp. 262-267; M. P. Todaro 
(1976)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y, Evidence, 
Methodology, and Research Priorities, Nairobi: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Nairobi. 



또한 자본주의 세계체제 성립 이후 발전, 확 되어 온 세계자본주의시장의 

구조가 국제이주를 발생시킨 근본 이유라고 보는 등 자본주의 발전을 국제이주

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즉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 불균등 발전의 결과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이중적 노동시장이 만들어지고 선진국 자본은 저개발국 노동

자들을 충원하여 고용하게 되므로 국제이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심부 

자본이 주변부 사회로 침투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연결구조가 생겨나 이러한 

연결 구조를 통해 중심부 사회로 이동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초

국적 기업의 등장과 금융의 세계화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금융과 전문 서비스 및 최첨단 신기술 산업의 중심지에는 고숙련 전

문 기술자들 뿐 아니라 단순 노동자들 역시 모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3)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국가의 주변부 단위 사이에 벌어지는 자본주의의 불

균등 발전이 지역 간 국제이주를 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실업률과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도 충분히 이주가 이루어지는 두 국가 간의 사례를 통

해 구조이론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아직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한 국제이주 발생 논리로 이 지역에서의 이주를 설명하기에는 어렵

고, 중심부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두 국가 간의 이주현상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구조적 접근과 행위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만들어진 관계이론에서

는 국제이주를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그것이 구조와 행위

자를 매개하는 사회집단 혹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설명한다. 즉 가족이나 가

2)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M. Castells(197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ggle in Advanced Capitalism: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Politics and 
Society, 5:1, pp. 33-66; S. Castles and M. J. Miller(199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A. Portes(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ional Overview,” in A. Portes(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pp. 1-41.

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E. M. Petras(1980)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in Roy Simon and Bryce-Laporte(eds.)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pp. 439-449; M. 
Piore(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구 등 공동체나 집단이 다양한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원 중 일부를 해외로 이주시키는 결정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가구

의 위기를 일부 구성원의 해외 이주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가설이 그것인

데, 즉 두 나라 간의 임금이나 취업 등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이주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절

수입의 증가 외에도 타 가구나 준거집단보다 상 적 수입 확 를 위해 가족 

성원의 일부를 해외로 이주, 노동하게 한다는 것이다.4) 
먼저 이주한 이주자들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 매개자를 통해 연결시키는 

인연 의 집합인 사회적 연결망은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라는 ‘구조’와 이

주노동자라는 ‘행위자’로 구성되는 국제이주체계에 연결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자들은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러한 연결망은 이동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기 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또 다

시 국제이주의 가능성을 촉발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은 국제이주에 

한 접근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5)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그는 자기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주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은 송출국 사회와 유입국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의 경우 두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망을 이용하여 이주자들은 나름 로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여 이주를 감

행한다. 또 다른 사회적 자본은 상 적으로 폐쇄적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사

회적 연결망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이는 자국민들끼리 모

여 살면서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자국민

들끼리 모여 살면서 더 나은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히 

유입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려 하거나 이주자들은 중간 브로커 조직을 만들

거나 유입국의 이주자에 한 인권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비영리 조직들

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조직들이 유입국 사회에서 동원가능한 사

회적 자본이 되는 것이다.6) 

4)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M. Boyd(1989)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New Agenda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pp. 638-670; O. Stark(1991)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5)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M. Granovetter(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r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러시아 내 중국인들의 이주는 관계이론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중국의 시장주의에 입각한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지역과 계층, 직업 

집단에 따라 상 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는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해외

로의 열린 기회 구조 속에서 극단적 빈곤 상태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실패와 

관련된 조건의 극복을 위해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리적 접근성은 물

론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꺼이 이주를 하는 경향은 현재 전 지

구적인 중국인 이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로의 중국인 인구 이동과 이주의 역사

3.1. 러시아 혁명 이전 근대 시기의 중국인들의 러시아 이주

1650년 이전까지 소위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인구의 이동은 러시아인과 한

족의 이동이 아니었다. 13세기 무렵부터 시작된 두 민족의 이동은 주로 몽골 

지배자들에 의해 포획되었던 러시아인들과 중국인 죄수들 혹은 무역상들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7)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현재의 극동지방의 경우 몽골

과 투르크계 민족들이 영향을 미치던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퉁구스-만주계 민

족들의 주요 무 였다고 할 수 있다. 사냥, 수렵, 채집, 유목 등을 주업으로 

삼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광범위한 극동 지역에서 이주민들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추후 동해 지방과 황해 지방까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8)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기의 이주는 경제적 혹은 인구학적인 

6) J. Fawcett(1989) “Networks, Linkages, and Migration System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pp. 671-680; E. J. Taylor(1992) “Remittances and 
Inequality Reconsidered: Direct, Indirect, and Intertemporal Effects,” Journal of 
Policy Modeling, 14:2, pp. 187-208. 

7) Н. А. Василенко(2008) “Современн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НР o миграционном 
движении из России в Китай в　дооктябрьский период,” Л. И.　Галлянова(ред.) 
Истор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XX в.) в освещеннии 
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зарубежной истографии,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14-218.

8) S. M. Shirokogoroff(1979) Social Organisation of the Northern Tungus, New York: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650년 이후부터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규칙적인 이주의 교환이 

성립되기 시작했으며, 점진적으로 그 흐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의 원인에는 서로 영역이 맞닿게 되었던 원인이기도 한 양국 모두에서 시작

된 정치적, 인구학적 팽창이 있었다. 1689년과 1727년 각각 체결되었던 협약

으로 양국은 바이칼 주변과 아무르 강 상류 등에서 공통의 국경을 갖게 되

었다. 이 시기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던 다양한 원주민들 뿐 아니라, 양국의 

주요 지배 민족이었던 러시아인들과 한족들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기 시작

했다. 이 시기 청나라에 체류하게 된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을 포함하는 러시

아 제국 신민들 수는 수백여 명에 이르렀고, 거꾸로 러시아 제국에 체류하게 

된 만주족을 포함하는 청나라 국민들은 수 천 여 명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 

부분은 임시 체류자로서 주로 무역이나 사냥, 농업 등의 이유로 임시로 서

로의 국경을 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외교 업무나 종교 관련 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9)

1760년부터 1860년 까지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 간의 국경 지역에서 아

직도 다양한 퉁구스계 민족들의 전통적인 반유목적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러한 이주는 19세기 초까지도 아무르 강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시기까지도 아직 정치적 원인에 의해서보다는 다양한 경

제적, 인구학적 원인에 의한 이주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이주는 양국

에서의 정책적 변화에 의해 추동되어진 측면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포스트들이 세워지기는 했어도 이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세워진 것일 

뿐, 계절에 따른 이동에 익숙해 있던 수많은 원주민 유목민들의 이주에는 커

다란 제약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로 이 지역 국경문제와 관련된 군

사, 외교, 안보, 행정적 결정에 따라서 인구의 정착 등에 있어서 통제를 가하

는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10) 

Garland Publishing, pp. 164-169.
9) М. Кабузан(1985)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 в XVII – начале XX вв. (1640–1917 гг.) 

[Far Eastern Region in XVII – Early XX Centuries (1640–1917)], M.: Наука. С. 
52-53, 85; О. А. Тимофеев(2003)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Приамуре 
[Russian-Chinese Relations in the　Amur Region],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БГПУ, С. 71. 

10) Ф. В. Соловьев(ред.)(1987) Истори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XVII – XX вв. 
[History of Northeast China　 XVII–XX Centuries], Кн. 1,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е- 



1650년 이후 청나라 정부는 러시아의 아무르 하구와 만주지역으로의 동진

을 저지하기 위해 만주 지역에 있던 소수민족들을 국경지역으로 거 이주시

켰는데, 반 로 에벤키 족과 같이 청나라에 복속하기를 거부하던 민족들은 

러시아령으로 거 이주하기도 했다. 게다가 1687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에

는 아무르 강 하구 우완에 농업 이민으로 정착해 있던 러시아 농민들이 청

나라가 러시아로 할양한 영토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다. 점증되던 양 제국 간 

국지적 전쟁들은 과거 존재했던 양국 간 이주자의 수를 크게 격감시켰던 것

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커다란 차이가 없었던 다양한 퉁구스계 민족들은 지

역적으로 분리, 고립됨으로써 독자적 민족으로 변화해 왔다.11) 
이렇듯 원래는 만주족 등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영토였지만, 러시아 제

국의 영토가 된 이후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중국인 이주의 역사는 일찍이 19
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령이었던 이 지역은 아무르 강(흑룡강)을 

접하는 러시아 제국의 새로운 주가 되었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는 만주족 

등을 포함하는 퉁구스 계통 혹은 몽골 계통의 소수민족들은 물론 한족들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히 Suifeng, Daobihe 강 계속 남쪽과 

동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소수의 한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19세기 초 이 지역에 최초로 중국인 이주자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은 청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법자들 혹은 청나라 정권의 각종 압박을 피해 도주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12) 그 외에도 자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으로 사냥, 
수렵, 소규모 무역 등을 위해 한족들이 계절에 따라 많이 이주하곤 했는데, 그 

중 일부는 계절에 따른 노동이 아니라 이 지역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하면서 

восточн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С. 217-218; A. В. Постников(2014); A. A. 
Kireev(2013) “The Historical Typology of Boundaries and Some Peculiarities of 
Russian Limogenesis,” in S. V. Sevastianov, P. Richardson, and A. A. Kireev(eds.) 
Borders and Transborder Processes in Eurasia,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5-67.

11) Ф. В. Соловьев(ред.)(1987), 140, 150-153; A. В. Постников(2014) История 
герографического изучения и картографирования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XVII – начале XX века в связи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русско-китайской границы, 
M.: ЛЕНАНД, С. 36-37. 

12) Ч. Е. Аниховский(2006) “Китайц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аспект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 века),” А. П. Забияко и др(ред.)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убежах, Благовещенск: Изд-во АмГУ, 
С. 103-122.



거주하기 시작했다. 1858년 러시아와 청나라 간의 국경을 규정한 아이훈 조약

이 체결되면서 중국인 거주 지역은 아무르 제야 강들 사이의 계곡 인근 지역

으로 한정됨으로써 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지역에 집중 거주하게 되었다.13)

이후 1860년 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중국인 이주는 계절노동 혹은 

임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14) 조약은 맺었지만 아직 국경 수비  등이 제 로 배치가 되지 못 

한 탓에 국경은 제 로 통제되지 못 하고 있었고, 따라서 국경은 사실 거의 

개방되어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령으로의 중국인 이주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주자 네트워크도 자유롭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1860년 이후에 양국 간의 이주 현상은 규칙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적인 것이었다. 이제 이주의 주요 행위자들은 한족과 러시아인

들로 변화하였고, 점차로 사냥과 무역을 위한 이주가 아니라 산업과 농업 노

동자로서 노동이주가 이주의 주를 이루기 시작했다. 1910년 아무르 주 정부

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약 11만 여 명의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

주하고 있었는데, 비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약 두 배 정도가 더 되는 중국

인들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15) 
반 로 1923년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 중국 내 러시아인들의 수는 25만 여 

명에서 최  40 여 만 여 명으로 집계된 바 있었다.16) 양국의 이주민 모두 

단기 임시 체류자들도 있었지만, 장기적 혹은 영구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양국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들도 등장하게 되었

다.17) 러시아 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블라

13) В. Г. Дасишен(2001) “Формирование китайской общин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тороя половина XIX　века),” Диаспоры(Diasporas), № 2-3, С. 36-53.

14) A. Г. Ларин(2003) Китайцы в России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M.: Муравей.

15) А. Г. Ларин(2009) Китайские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M.: Восточная Книга, С. 23-27.

16) Е. A. Оглезнева(2008) “Русский язык в восточном зарубежье: О причинах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охранности,” Материалы научных экспедиций, Е. A. 
Оглезнева(ред.) Слово: Фольклорно- диалектологичесий алманах, Вып. 6, 
Русское слово в восточном зарубежье, Благовещенск: АмГУ, С. 10.

17) О. В. Залесская(2009) Китайские мигрант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1917 – 
1938 гг.),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13-36; Е. A. Оглезнева(2008), 6-11; Ф. 



고베셴스크, 우수리스크, 니콜라예프스크에, 청 제국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

은 하얼빈과 동청 철도 인근 지역, 그리고 베이징, 샹하이, 텐진, 칭다오, 우

룸치, 카쉬가르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18)

이 시기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을 급속히 개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방 정부들은 인근 민족들에게 세제 혜택과 토지 불하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러시아 영토에서의 거주를 허가해 주면서 미개척지

의 개간과 개발을 촉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880년 까지 지속되었는

데, 그 결과 중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현상

으로 인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 내에서는 중국인들이 점차로 늘

어나면 중국인들이 러시아인 인구를 압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이를 

근거로 중국령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

부는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를 축소시키기 위해 러시아 영토 내의 중국인들

이 중국과의 국경 지 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을 상

으로 거주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다.19)

그러나 아직 저개발 지역이었던 러시아 극동 지방의 정부들은 중국 이주자

들을 규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통제 수단을 갖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

들의 경제활동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통제는 불가능했다. 결

국 사냥, 수렵, 삼림업, 광산업 등 중국인 이주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영역을 중

심으로 자연자원들을 이용한 각종 불법적 산업과 관련한 상업 등이 크게 번성

하기 시작했다. 아이훈 조약의 내용 중 치외법권 조항을 이용한 중국인 이주자

들은 러시아 내에서 불법 경제 행위로 적발당하더라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을 당하곤 하는데, 추방당하더라도 중국에서도 부패한 지방 관리

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 올 수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공식적으로는 1882년 이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었다.20) 

더욱이 치외법권 조항의 영향 외에도 청나라의 관료들이 이 지역에 주재

В. Соловьев(ред.)(1987), 44-69; О. А. Тимофеев(2003), 96-99, 114-129. 
18) Н. А. Василенко(2008), 221-223; О. В. Залесская(2009), 23-27. 
19) Т. Н. Сорокина(1999) Хозяйств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итайских поданны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и политик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 в.), Ом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Омск. гос. ун-та. 

20) A. Г. Ларин(2003), 15.



하고 있어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 지역을 러시아라는 타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러시아 령으로 들어 와 있다는 현재의 상황에 해 이것이 

일종의 타국으로의 이주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청나라 정부 역시 이러

한 경향을 조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은 만주족의 시원 지

역으로서 이 지역은 잠시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어 있을 뿐, 언젠가는 다시 

수복할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청나라 당국과 중국인들의 태

도는 이민 초기 단계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

한 원인 중 하나였다.21) 
한편 1862년 이후부터는 양국 공히 정부에 의한 이주 통제 정책이 시행되

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무렵에는 이제 양국 모두 유럽에서의 국경 및 이주 

통제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경 지 에 한 중앙

정부의 통제 정책은 청나라보다는 러시아 제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897년 중국 내 합법적으로 자국민을 거주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은 러시아 정부가 만주 지역으로 러시아 노동자

들과 군 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된 것에서도 보이듯 이러한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반 로 1882년 이전까지는 중국 신민들이 러시아령 내에서도 유

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청국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이러한 보장은 점

점 더 어려워져 갔다.22) 
이러한 국경 통제는 러시아와 중국 양자에게 중요한 인구 통제 및 이주 

조절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양국 공히 역내 주변 지역의 다양한 소수민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양국의 주요 지배 민족 

외 그 지역을 무 로 양 국경을 오가며 생활해 오던 소수민족들에게는 경제

적인 측면 외에도 하나의 독자적 근  민족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도 작동했다. 특히 다양한 퉁구스계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경 통제는 

민족 정체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이 파괴되어 주요 민족에게 동화되는 결과를 

낳는 등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23)

21) Т. Н. Сорокина(1999), 110. 
22) А. А. Киреев(2011)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формировна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начало XX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ВФУ, С. 90-93, 136, 150.

23) В. К. Арсеньев(2012) Китайцы в Уссуриском крае. Очерк историко- 
е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Т. 3, Владивосток: Тихоакиан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Рубеж, С. 



이후 러시아의 극동 지방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노동력

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러시아인의 이주로는 이러한 수요를 맞출 수 없었던 

19세기 말은 중국인들의 러시아로의 이주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러시아 제국의 두 가지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베리아 횡단열차 건설과 블라디보스톡 항 건설은 중국인 노동력 수요를 크

게 증 시킨 계기가 되었고, 금광을 비롯한 일부 채굴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인 노동력은 러시아 극동 지역 산업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24) 
이러한 국가주도산업들이 현실화됨에 따라 사기업들도 점차 극동지방에서 중

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1910년의 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아

무르 주와 연해주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중국인 노동자들은 약 4만 3천 여 명

이 고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이 지역에 고용되어 있던 전체 노동자들의 약 

41%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25) 러시아인 정착자들도 지방에서는 농업 분야에, 
도시에서는 하인으로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등 중국인들의 이주는 거의 모든 분

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러시아 내에서의 중국인 노동력 수요를 파악한 중국

에 진출해 있던 미국과 독일의 교통 관련 회사들은 중국인 고용 중개 회사들과 

협력하여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26)

중국인들의 이주를 촉진시킨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9세기 말부터 

나타났던 만주 지역에서의 인구의 급증이었다. 이미 1878년에 러시아의 동진

에 맞서기 위해 청나라 정부는 내륙지방으로부터 만주로의 이주를 조직하여 

만주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가령, 흑룡강 성의 인구는 원래 

1887년에 약 41만 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러한 청나라 정부의 정책의 결

과 1895년에 이미 백 5십만 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27) 그런데 시베

401, 408; Е. В. Ермакова, И. К. Авилова, М. А. Афиногенова, Л. A. Иващенко, 
Я. A. Лыкова, В. Н. Соколов и Н. A. Тройцкая(ред.)(1997)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Краткий энт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Владивосток: ДВГУ. С. 464.

24) O. Alexeeva(2008) “Chinese 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ical and 
Sociodemographic Analysis,” China Perspectives, № 3, С. 21.

25) A. Г. Ларин(2003), 23.
26) John J. Stephan(1994)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7) Ф. В. Соловьев(1989) Китайское охотничеств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эпохи капитализма(1861–1917 годы), М.: Наука. 



리아 횡단 열차의 지선이 만주와 연결됨에 따라 러시아 극동과 만주 간의 

이동이 훨씬 간편해졌고, 이는 중국 노동자들의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의 

도시로의 이주를 크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당국이 정확한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고, 문헌에 따라 그 차이가 너

무 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말 극

동 지역의 중국인 이주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가령 소콜로프 장군의 임무에 따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869년에 극동 지

역에는 약 1만 여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28) 또한 1897년에 러시

아 정부가 최초로 조사했던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전역에 중국인들

은 약 5만 7천 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 약 4만 천 여 명이 러시아

의 극동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29) 
그러나 이 조사는 겨울에 이루어진 탓에 계절노동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

을 고려한다면 크게 축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계절노동자가 아닌 영

구 이주자로 볼 수도 있다. 1919년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극동 지역의 중

국인 이주자들의 수를 약 12만 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견해

에 따를 경우, 이 시기 실제로는 약 20만에서 25만 여명의 중국인 이주자들

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30)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자들은 계절노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단지 20에

서 30% 정도만이 겨울 동안 러시아에 머물러 있을 뿐, 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 령으로 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중국인 이주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고, 이들 중 다수는 30 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

국인 노동자들은 한 때 청 제국의 도시였다가 폐쇄된 산둥과 지린, 혹은 

만주 지역 출신이 다수를 이루었다.31)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세기 말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블라고베센스

크, 그리고 우수리스크 등 러시아 극동의 도시들에서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32)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동화되지 않

28) A. Г. Ларин(2003), 18.
29) A. Г. Ларин(2003), 18.
30) В. В. Карлусов и А. П. Кудин(2002) “Китайск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Рус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сторик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3, C. 76-87.

31) Ф. В. Соловьев(1989), 127.



은 채 주로 기업의 핵심적인 노동력으로 자리 잡곤 했는데, 이러한 중국인 

커뮤니티들은 점차로 자신들만의 자치 법규나 제도,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하

면서 러시아 지방 당국의 통제를 크게 받지 않는 집단으로 정착되기 시작했

다. 특히 양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정부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집단도 증가하였고, 이들은 한 편으로는 러시아 지방 정부

들의 요청으로 번역이나 통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으

로는 러시아인 고용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에 러시아 지방정부들을 상

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변하는 역할도 하는 등 중국인 이주자들의 

역할이 크게 증 하게 되었다.33)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 중 모종의 직업 길드와 유사한 단체 혹은 그 연합 

조직들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 단체들은 마치 러시아 극동 

지역 지방 정부의 횡포에 맞서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모종의 

민간 정부 혹은 중재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이민자 단체들은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장하

게 되었다.34) 
그러나 러시아 중앙 정부가 공공 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와 토

지 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1910년 이후 중국인 이

주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증가일로에 있던 중국인 이주자들에 

한 중앙과 지방 정부들의 우려에 따라 특히 중국인 이주자들을 겨냥한 것이

었는데, 전술했다시피, 중국인 이주자들은 러시아 지방 정부의 법을 피하고,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측으로서는 정치적, 경

제적,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

다.35) 또한 이 시기 소위 ‘황화론’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극동 지역

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물론 러시아어 사용 민족들 사이에서는 중국인들에 

한 적 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다. 결국 1904~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32) С. Е. Аниховский(2006), 104.
33) А. А. Алепко(2002)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итайце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регионе России в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4, 
C. 135-144.

34) Е. И. Нестерова(2000) “Управление китайским население в Приамурском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е (1884–1897),”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 2, C. 40-50.

35) A. Г. Ларин(2003), 59.



시기에 중국인들은 극동 지역에서의 인종혐오주의적 공격의 상이 되었다.36) 
그러나 1차 세계 전의 발발로 인해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들이 군인으로 

징집당하게 됨으로써 다시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중국인들로 

메우려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심지어 유럽 지역 러시아를 포함

한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는 중국인 이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1915년에서 191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16만 명에 달하

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시베리아 횡단 노선 곳곳에 투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극동과 시베리아 곳곳에서 철도 건설 뿐 아니라, 무

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채굴 및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었고, 농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고용되어 있었다. 1916년과 그 이후 몇 년 동안 주 러시아 중국 

사관 및 중국 외교부가 각각 조사한 바에 따르면 략 공식 문서상으로 

러시아 내 중국인 수는 약 10 만 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37)

3.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으로의 중국인 이주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의 중국인 이주자들의 수

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내전 발발 당시 이미 러시아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국

으로도 귀환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생존권적 위기의 상

황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

었는데, 많은 자료에 따르면, 약 3만 명에서 4만 여 명에 이르는 중국인 노

동자들이 적군에 입 하여 전선으로 배치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38) 
당시 다수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정치에는 큰 관심을 갖

고 있지 않았으나, 이국땅에서의 기아와 추위, 그리고 살해의 위협 등으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은 군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러시아에 정착한 

36) Lewis H. Siegelbaum(1978) “Another ‘Yellow Peril’: Chinese 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Russian Reaction before 1917,” Modern Asian Studies, 
Vol. 12,　No. 2, рр. 301-330.

37) A. Г. Ларин(2003), 68.
38) A. G. Larin(1998) “Chinese in Russia: An Historical Perspective,” in Gregor Benton, 

Franck N. Pieke et al.(eds.) The Chinese in Europe, Basingstoke: Macmillan Press 
Ltd, pp. 281-300.



일부 부유한 중국 상인들과 기업인들 중심의 집단들은 혁명 세력들의 주요 

공격 상이 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막 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이 극 화되자 부분의 중

국인 이주자들은 거의 모든 자신들의 재산들을 그 로 남겨 놓은 채, 중국으

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39) 
내전 이후 1920년에서 1930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도 중국인들은 내전

시기와 유사한 공포를 다시 겪게 되었다. 즉 전시공산주의와 집단화, 외국 

첩자 색출, 그리고 스탈린의 공포 정치를 겪으면서 러시아에 거주해 왔던 중

국인 이주자들은 소련을 떠나 중국 혹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제 3국으로

의 재이주를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3년도의 한 인구 조사에 의하

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아직 약 5만 여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

데, 1937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수는 급감하여 2만 4천 여 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였다.40) 
특히 193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된 스탈린에 의한 숙청은 중국인 사회에도 

막 한 영향을 미쳤는데, 1938년 한 해만 하더라도 만 천 여 명의 중국인들이 

체포, 구금되었고, 8천 여 명은 소련의 서부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

다.41) 1930년  말 이후 이제 더 이상 소련에서는 중국인 이주자들에 한 논의

는 물론 공식 문서들에서조차 이들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강제수용

소에 수용되었던 중국인들의 문제는 은폐되었다.42) 1930년  이후 1980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양국 간 혹은 양 국내 이주는 그 규모에 있어서 크게 축소

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강제되거나 조직되거나 혹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43)

1949년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된 이후에나 허가받은 소수의 중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소련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들은 부분 학생이었으며, 그 수는 다 합쳐도 천 단위

39) Н. Г. Коулинич(2006) “Китайцы в составе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1920–1930 годы,”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Problems of 
the Russian Far East), № 4, C. 120-129.

40) A. Г. Ларин(2003), 120.
41) Н. Г. Коулинич(2006), 127.
42) O. Alexeeva(2008), 24.
43) Е. Н. Чернолутская(2011)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миграции на совет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1920–1950-е гг.,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167-273.



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중국 학생 부분은 학업을 마친 후에는 거의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소련에 남아 있게 되더라도 철저한 법제도적 제

약 속에서 거주하게 되었다.44) 
이후 있었던 중소 분쟁과 중국에서의 문화 혁명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

가 단절되었던 1965년 이후 소련으로의 중국학생들의 유학은 중단되었는데, 
1980년  말 경 양국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소련 기업에 외국인 노동

자들의 고용을 허용한 소련과 중국 간의 협정 체결 이후 어마어마한 중국인 

이주자들이 소련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가령 1986년도에서 1992년의 기간 

동안에만 해도 7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소련/러시아로 유입되었고, 합법적

으로 중국과의 접경지 에 있는 154 개의 공장과 기업들에 고용되어 있었다. 
이들 중국 노동자들의 부분은 중국의 동북 지방인 흑룡강성, 요녕성, 그리

고 길림성 출신들이었다.45) 
결국 1989년의 인구조사센서스에 따르면, 소련 내 중국인 수는 1만 여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 약 1700 여 명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46) 또한 

1990년 중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수는 1만 3천 여 명에 불과했다.47)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전 시기 각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던 각종 

이주 공동체들은 이 시기에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48)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자본주의경제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면서 단기적 노동에 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

국에서의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과 

삶 등을 좇아 중국 내외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44) A. Г. Ларин(2003), 153.
45) O. Alexeeva(2008), 25.
46) А. А. Киреев(2001), 362.
47) Г. П. Белоглазов(ред.)(2005)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Китай на Рубеже XX – XX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23-24.
48) О. В. Залесская(2009), 25-27, 189-201; С. И. Лазарева и O. И. Сергеев(2011)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росси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в Китае в 20-e – 
40-e гг. ХХ в,” Ой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2, С. 145-156; А. Г. 
Ларин(2009), 55-59; Е. И. Нестерова(2004) Росси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 ки- 
тайские мигранты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ство 
ДВФУ, С. 171-182. 



영향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으로의 이주 역시 그 규모가 막 하였다. 이 시기 

전반적인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이 중국에서의 과잉노동력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수는 전체적으로 소련이 붕괴되는 

날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던 특징을 보여 주는데, 가령 1989년도의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련 전역에 약 만 천 여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

데 그들 중 약 7천 여 명은 러시아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소련에서 사실상 중국인 이주자들의 수

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국 이 시기 이주 현상은 과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제적, 인구학적인 요

인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작동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 자본주의체제 국가들 간의 

인구 이동이나 이주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소련과 중국

과 같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들 간에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다. 결국 어마어마한 거리에 걸쳐 서로 국경을 맞 고 있었지만, 국경지 에

서의 일반적인 물류와 인간의 교통과 소통으로 상징되는 국경경제는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으며 양 지역에 걸쳐 생활하며 이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던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49)

4.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4.1. 극동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의 특징 

1991년 사회주의 소련의 붕괴 및 해체,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이 시작되면

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촉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구학적 위기 역

시 커다란 문제로 두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의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낙후된 극동 지방에서의 인구는 1989년의 

49) Е. У. В. Латушко и И. В. Ставров(2013) “Сравнительное изуение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Хечже КНР 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Россия и АТР, № 4, С. 155-170.



인구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2년 만에 무려 16.5%나 감소했다. 경제 위기

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곧 출산율 저하와 사망률의 증가, 평균 수명 단

축은 물론 해외로의 규모 이주 등으로 이어지면서 매해 백만 여 명씩 인

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가능연령층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해 체제전환기 러시아 사회는 한층 더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 국내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붕괴로 인한 인

구학적 위기는 규모 해외로의 이주 현상과 동시에 외국, 특히 구 소련 공

화국들로부터 러시아로의 규모 이주 현상도 야기하게 되었다.50)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되었고, 소련에서도 개혁 정책이 시행되

었던 1980년  후반 이후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체제전환을 공식적으로 선

언하게 된 이후 양국 간 인구의 이동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중

국인들의 러시아령으로의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89년에 단지 2만 

7천 여 명에 불과했던 러시아 내 중국인 수는 공식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3
년에는 무려 108 만 여 명을 상회하는 수준, 즉 38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

가했다. 비록 이주의 추세는 중간 중간의 정치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변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인 이주는 무역과 노동 등 경제적인 원인에

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고, 압도적 다수는 임시적 이주의 형태를 띠었으며, 상

당 부분 국가에 의해 조절되는 측면도 있었다. 
현재 실제 러시아로 이주한 중국인 수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국가에 의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광 한 지역 곳곳에 비합법적인 이주자들이 산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러시아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중국인들의 규모에 해 다양한 주

장을 해 왔는데, 이주자 숫자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0년  말 이들은 략 

2백만에서 5백만 여 명으로 추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추산은 비자 발급 

수와 거주 등록 혹은 노동 허가증 발급 수, 그리고 국경에서의 입국자 수 등

을 근거로 발행되는 국가 기관에 의한 공식 통계에 근거한 숫자와는 커다란 

50) Г. А. Зайончковская(2007) “Почему России необходима и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Г. А. Зайончковская и др(ред.) Методология и методы изучения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М.: Центр 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C. 114-141; V. Kontrovich 
(2000) “Can Russia Resettle the Far East?,” Post-Communist Economies, Vol. 12, 
No. 3, pp. 365-38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러시아 입국 
중국인 수 405 410 346 212 432 499 1687 1177 770 1380 7063 8547 8149 10563 9043

러시아출국 
중국인 수 156 151 86 154 456 196 56 53 57 248 507 4358 7527 8607 9821

차이가 있다. 국가통계청의 공식적 추산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07년까지 

러시아에 정착한 중국인 수는 50만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1) 
그러나 이 국가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통계에는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불법 

이주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러시아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또 다른 통

계에 따를 경우, 2007년 러시아 내 등록되어 있는 중국인의 숫자는 23만 5천 

여 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영구 거주 허가를 받은 중국인의 숫자는 불과 천 

3백 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2) 학자 등 전문가들에 의한 추정치도 

매우 다양해서 작게는 15만에서 20 만 여 명으로 보는 시각에서 많게는 무

려 800 만 여 명을 보는 시각 등 그 편차가 극심한 것이 사실이다.53)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략 2000
년 에서 2010년  초 정도까지 약 40만에서 60만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러

시아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54)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 국가통계청의 순수한 출입국 기록에 의거

한 러시아로의 중국인 입출국 자료는 <표 1>과 같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로

의 중국인 이주의 실상을 제 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러시아로의 중국인 출입국자 수

 자료: 러시아 통계청,　http://www.gks.ru(검색일: 2017.02.27).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련 붕괴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를 겪

고 있다. 최근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극동지역은 인구의 

51) В. Г. Гельбрас(2004) Россия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китайской миграции, М.:  
Муравей.

52) O. Alexeeva(2008), 26.
53) А. Г. Ларин(2009), 150.
54) А. Г. Вишневский(ред.)(2011)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2009: Семнадцатый ежегодны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доклад, M.: Изд. дом. НИУ ВШЕ, С. 279-280; Z. 
Zaionchkovskaya, N. Mkrtchian, and E. Tyuryukanova(2014) “Russia’s Immigration 
Challenges,” in T. Akaha and A. Vassilieva(eds.) Russia and East Asia. Informal 
and Gradual Integration, New York: Taylor & Francis, рр. 225-226.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극동연방관구 - 80 -49 -28 -32 -53 -40 -39
사하공화국 -28 -71 -102 -87 -96 -70 -56
캄차카주 -199 -41 -51 -2 -38 -98 -53
연해주 -51 -35 6 -6 -37 -20 -14

하바로프스크주 -93 -31 14 -4 -22 -19 -37
아무르주 -100 -60 -74 -53 -71 -16 -47
마가단주 -180 -141 -118 -137 -142 -153 -118
사할린주 -104 -63 -4 -31 -44 -59 -27

유 인자치주 -159 -49 -95 -89 -125 -108 -120
추코트주 73 -174 102 -66 -70 -30 -117

순유출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러

시아 극동 지역은 중국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인구의 유입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상 지역인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연방관구 전체적으로 인구의 유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

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한층 더 심각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극동연방관구 내 인구의 증가/감소 수(인구 만 명 당) 

자료: 러시아통계청,　http://www.gks.ru(검색일: 2017.02.27).

이들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 이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도시

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기 러시아 노동시장과 

생산시장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의 농업 종사는 중국인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흡인 요인이 아

니기 때문이다. 즉 소련 시기 사회주의식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에 더해 시장

체제로의 전환 이후 모든 생산과 노동 시장이 도시로 한층 더 집중됨에 따

라 도시에서의 다양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55) 흥미로운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극동지역 외에도 러시아 연방의 

다양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이주해 있다는 사실인데, 략 20만에서 30만 여 

명의 중국인들이 모스크바, 바이칼 지역,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추츠크, 그

리고 스베들로프스크 등 극동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56) 

55) А. А. Киреев(2013), 33.



극동지역으로의 중국인 이주민들은 주로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그리고 

내몽골 지방 출신인데, 그 중 흑룡강성 출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오고 

있었다. 반 로 모스크바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부분 베이징과 샹하이를 포

함한 발전된 중국 해안 지방 도시 출신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57) 중국이주민들 중 한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의 이주는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내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이주 

문제에서 소수민족 문제는 큰 의미를 갖지 못 하고 있다.58) 
이들 중국인들이 러시아를 이주지로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한 조

사 연구에 의하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경우 부분이 

흑룡강성 출신이었다. 이들은 1990년  초반에는 극동 지역 중국 이주자들의 

약 90%를 차지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그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 

1999년도에는 약 60%로 떨어졌다. 그 신 길림성, 요녕성, 산둥성 출신 이

주자들의 수가 증가했다.59) 
흑룡강성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 국경지 는 중국의 외 무역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자유무역지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경의 중국 쪽

에는 러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농산물에서부터 소비재 생산 경공업 등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한 생산과 무역 지 가 건설되었다. 특히 흑룡강성 내 국경 

인근 도시들에 있었던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됨에 따라

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약 60%는 남성이었고, 연령 는 20에서 

35세 사이였으며, 남성 이주자들의 약 60%, 여성 이주자들의 약 44%가 미혼

56) А. А. Киреев(2013) “Существует 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итайская 
диаспора?,” Ой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4, С. 32.

57) Г. Витовская и З. Х. Зайончковская(1999) “Новая столыпинская политик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Г. Витковская и Д. Тренин(ред.) Переспектив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Междстрановые взаймодействия, М.: Гендальф, С. 
99-100; В. Л. Ларин(2006) В тени проснувшегося дракона: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рубеже XX–XXI вв.,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С. 404-405.

58) В. Л. Ларин(2006), 406.
59) В. Г. Гельбрас(2004), 85.



인 상황이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다수는 노동 이주자들로서 약 

43%는 고용노동자였고, 28%는 다양한 기업인들이었으며, 약 29%는 학생이

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었다. 이들 중 약 14%는 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약 

40%는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동기

는 거의 부분이 더 나은 삶 혹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였다.60) 
다양한 자료들에 의하면, 중국인 이주의 구조는 최근 크게 변화되고 있다. 

1995년도의 조사에서 중국인 이주의 압도적 다수인 90%가 남성이었던데 비

해, 1999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68%로 크게 낮아졌었고, 2004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60%로 조금 더 낮아졌으며, 2012년에서 2013년의 자료에 의하

면, 무려 58.2%까지 떨어졌다.61) 성적 구성의 변화 뿐 아니라, 가족을 동반

한 이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1999년

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19.7%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답한 데 비해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무려 그 비율이 78%에 달했다.62) 
아마도 이는 전체 이주자를 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기보다 주로 3개 도시

에서 일하는 중국 상인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한계로 인해 다

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고, 가족 단위 

이주 혹은 가족을 이루는 경향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한 경향은 과거 임시적인 성격의 이주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면, 점차로 중장기적 혹은 영구적 거주를 위한 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9년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단지 14.3%만

이 러시아에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4년도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에는 무려 29.8%에 달했고, 2007년도에도 23% 정도에 달했다.63) 이 

60) В. Г. Гельбрас(2004), 92, 110; J．С. Moltz(1995) “Regional Tensions in the 
Russia-Chinese Rapprochement,” Asian Survey, Vol. 35, No. 6, pp. 511-527: В. В. 
Карлусов и А. П. Кудин(2002), 80. 

61) А. Г. Амирханян(2013) “Аккультураци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итая в Примор- 
ском крае,” Известия РГПУ им. А.И. Герцена, С. 112.

62) В. Г. Гельбрас(2001) Китайская реальность России [Chinese Reality of Russia], 
М.: Муравей, С. 66-67; Е. Загребнов(2007) “Эконом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тайской 
миграции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ый Восток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Prognosis, № 1, 
С. 262-263.

63) A. П. Забияко, Р. A. Кобызов и Л. A. Понкратова(2009) Русские и китайцы: 



외에도 중장기 혹은 영구 이주에 한 의향을 묻는 조사 결과를 보면, 
1995~1997년도에는 단지 18%만이 그러하다고 답한 반면, 2004년도에는 

38%, 2006~2007년도에는 27%,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에는 무려 41.3%
가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64) 

극동지방의 경우에도 략 1/4 정도의 중국인들이 중장기 혹은 영구 이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들 중 핵심 집단들은 노동자들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기업인, 무역상,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들 중

에서는 이미 2세 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의 

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미 응답자의 약 5%는 그들의 2세도 함께 거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러시아 학교와 학들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바 있었다.6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정부의 중국 이주자들에 한 기본 정책들은 

 중국 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경제적 상황과 러시아의 경제적 상황, 특히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의 변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중

국 이주자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황화론이나 극동지방의 중국 

병합론과 같은 중국 위협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제적 발

전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점차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

적인 관점에서의  중국 이주자 정책 수립이 요구되기 시작했다.66) 
1990년  후반 이래로 러시아 정부는 노동허가증과 이민 카드, 그리고 거

주등록 의무화 등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인구의 이동을 통제, 관리함

으로써 특히 이주의 흐름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특히 러시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던 중국인 상인들을 상으로 하는 것이었

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중국인들이 시장에서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식의 사고를 갖는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Этно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гресс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лаговещенск: Амурский 
гос. ун-т, С. 369.

64) А. Г. Амирханян(2013), 114; Г. Н. Строева(2007) “Стратегии адаптац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итая,” Вoсть и управлени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 4, С. 102.

65) В. Г. Гельбрас(2001), 67; Н. П. Рызова(ред.)(2009) Интегр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игрантов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Формирование и неформ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Иркутск: ТТИСК, Т. 9, С. 232.

66) Г. А. Зайончковская(2007), 118.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인들로 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 와는 달리, 러시아인들은 매우 임금과 노동조건 등

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일을 꺼렸으며, 따라서 중국인들을 체하는 데 실패

함으로써 이 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67)

결국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실패로 인해 러시아 사회 내에서 인종주의, 혐오

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인들을 포함한 이주자들에 한 심각

한 폭력행위가 만연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중국인 공격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러시아 중의 중국과 중국인에 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1990년  

당시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동 지방 러시아 주민들의 약 20%는 중국

인 이주자에 해 적 적이었으며, 26%는 중국은 러시아에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68) 
어찌 되었든 러시아 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기존의 이주 정책을 전환하

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용이하도록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로의 노동 이주가 용이하도록 거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이미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주자들을 법

적으로 사면해 주어 합법화해 주는 등 이주자들에게 우호적인 법과 제도를 도

입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불법 이주자들의 감소를 가져왔을 뿐 아

니라, 합법적 수단을 통한 이주가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낳기도 했다.69)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러시아 시민

들은 여전히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이주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극우 정치 

운동이 세력을 확장하는가 하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외국인혐오주의와 인

종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다.70) 

67) O. Alexeeva(2008), 25.
68) В. Г. Гельбрас(2001) Китайская реалность России, M.: Муравей; E. Wishnick 

(2005) “Migration and economic security: Chinese labour 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in T. Akaha and A. Vasilieva(eds.) Crossing National Borders: Human 
Mig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p. 254. 

69) Г. А. Зайончковская(2008) “Нов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Впречатля-
ющие резултаты и новые проблемы,” Центр мигра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http://migrocenter.ru/science/science027.php(검색일: 2017.03.15).

70) Г. А. Зайончковская(2007), 121.



4.2. 러시아 정부의 대 중국인 이주 정책의 변화와 중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형성

한편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이주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이주 흐름이 발전

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내, 특히 극동 지방에서 

중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에 막 한 영향을 미쳤다. 1998년 러시아의 모

라토리엄 선언, 즉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인 이주자들은 급격하게 그 숫자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00년까지는 이주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많은 이

주자들은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자

신들의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중국인 이주자들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한 비숙련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또한 주로 중국인 이주자들이 무역업에 종사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이

제 이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2006년 합법적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약 21만 여 명에 달했는데, 이는 1994년도의 

수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수였다. 이에 따라 극동 지역의 많은 도시들에

서 중국인 공동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71) 
극동에서의 이러한 중국인 공동체는 1990년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 왔던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장사를 했던 것이다. 바로 이들이 러시

아 극동 지방에서의 중국인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다. 이들은 강력한 네트워크

를 형성해서 고향으로부터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러시아로 유입시키는 역

할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그 이후 극동지역을 떠나 유럽 러시아, 특히 모스크

바나 페테르부르크 등지로 자신의 사업이나 네트워크망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계기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 당국 간에 맺었던 국경지  주

민들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에 한 협약이었다. 바로 이 협약을 이용해 수많

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해서 소위 ‘보따리장수’에서 중  기업

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업 행위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특히 러

시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던 1990년  초반에 극동 지역에서 이들은 저

렴한 생필품들을 러시아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막 한 이윤을 창출했다.72) 

71) O. Alexeeva(2008), 28.



이렇게 중장기적 이주자들의 증가로 인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형태의 

제도화된 구조들이 등장하고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준공식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인 이주민들의 공동체들은 현실에서는 구별이 모

호한 측면도 많으며,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으면서 중국인 공동체들의 안전

과 이익의 보호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

자들의 영구적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동 지역에서

의 다양한 비공식적 조직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어져 왔다.73) 
공식적인 조사연구 결과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추론에 의하면, 이러한 비

공식적 이주민 조직들은 직업별 혹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원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들은 매우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조직원들 간 

높은 수준의 응집력과 엄격한 규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 조직들은 행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준공식적 조직들은 극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중국 상업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편으로 이러한 조직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기업

들은 법적 지원 외에도 문화 및 정보 서비스를 중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종

종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외적인 부분에서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하게 기능하고 있다.74)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그리고 준공식적 조직들

은 활동 범위나 전문성, 그리고 합법성 등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민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이나 현지 러시아 원주민들과의 관계 조절 등에 

있어서 충분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1990년 에서 2000년 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인 이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십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혹은 비영리 기구들이 활동

해 왔다. 이들은 러시아 당국 및 중국 당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와 지방 

곳곳에서 극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담당해 왔다.75) 

72) J. С. Moltz(1995), 523
73) A. П. Забияко и др.(2009), 178-187; Синь Янь, Н. П. Якоблоков и В. С. 

Овчинский(2006) Борьба с мафией в Китае, Мафия В. С. XXI в.: Сделано в 
Китае, M.: Норма, С. 101-104.

74) A. П. Забияко и др.(2009), 103-104.
75) В. Л. Ларин(2006), 407.



2000년  초반 이후 중국인 조직들과 러시아 당국, 그리고 극동 지역 공공 

기관들 간의 공식적 접촉은 크게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하바로프

스크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원조와 중재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고 할 수 있다.76) 하바로프스크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극동 지역 중국인 

이주자 공동체 기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는 마치 과거 19세기의 중국 정부의 극동 지역에서의 역할과 유사했다.

2000년  중반 극동 지역에서는 약 228 건의 중국인과 러시아인 간의 국제

결혼이 신고되었다.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극동 지역에서만 71명이 러시아 

국적을 획득했으며, 701명은 거주허가증을 획득했다.77) 이러한 수에서 보듯, 중

국인들은 러시아로의 영구 이주 혹은 동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경향은 러시아의 국적 

취득 행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관료주의적 장애물이 너무 많은 데에서 기

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지 9%만이 러시아 국적 취득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던 2007년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최근 2012년에서 2013년

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22%가 러시아 국적 취득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드러나는 데에서 보이듯 점진적이나마 중국인 이주민들 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8)

 

5.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로의 이주 문제는 주로 구 소련 국가들로부터의 이주 문

제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국인들의 이

주 문제는 상 적으로 중요한 연구 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지리적 이유

로 인해 극동지역의 경우 이미 중국인들의 이주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화된 

76) Л. Е. Козлов(2010)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Россия и АТР, № 1, С. 129-130.

77) Е. Л. Мотрич(2006) “Формирование и динамика населения как фактор экономи- 
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доктор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Хабаровск: ИЭИ ДВО 
РАН, С. 29.

78) А. Г. Амирханян(2013), 114; А. Г. Ларин(2009), 196.



지 오래지만, 이제 극동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중국인들의 이주가 확산되고,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중국인 이주 메커니즘 하 중

국인들의 이주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론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미 간 패권 경쟁의 강화 

이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적 교류의 결과 

이주 문제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

지 러시아로의 중국인 이주는 소련 붕괴 이후의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 두 나라 간의 인구의 이동 및 이주는 소련 성립 이전 매우 활발히 이

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국 민족 간 문화적 교류 역시 매우 활

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소련 시 에는 양국 간 이주가 크게 통

제, 제한되어 왔지만, 소련 붕괴 이후 체제전환기의 사회경제적 고통 속에서

도 다시 두 나라 국민들은 상호 간 이주를 통해 새로운 이주의 시 를 맞이

했으며 특히 최근 그 증가폭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이주의 특징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간의 관계 변화

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련 시기의 이주는 

일반적인 이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상품과 노동 시장적 요소들에 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이주가 아닌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었다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제 이주의 주요 동력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이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서로 간의 견제도 있지만, 향후 

두 국가의 경제 성장과 그에 기반을 둔 경제 교류는 크게 확 될 것이 확실

한 가운데 향후 이러한 경향은 크게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양국 공히 정치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정학적, 

군사안보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이주와 국경 통제에 한 국가적 통제

와 조절, 그리고 억제 조치 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이주는 예상보다 덜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

지만, 최근 러시아로 이주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중국 문화에 해 개방적

이며 현지 적응력이 높은 러시아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가 매우 활발히 일어

나고 있는 등 이주 패턴의 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보다 이주에 해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인들의 중국 이주 역시 한계를 보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이들 이주자들이 2세 로 넘어가는 상황 속



에서 양국 공히 완벽하게 동화된 집단들도 점차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

아 내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제 임시적 이주자가 아닌 러시아 내 소수민족 

혹은 디아스포라 집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2세들과 혼혈 가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경 지  지역들 

간의 상 적으로 자유로운 왕래로 인해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 이주자들은 

물론 중국 이주자들 역시 거주국 문화에 동화되기보다 원 민족 정체성을 유

지한 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립, 러시아에 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향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중국의 동북지방 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역시 경제적 발전

이 기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으로의 중국인 이주에 관해서는 상인과 

생산직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 간 발전의 정

도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노동이주, 그리고 중소기업가를 비롯한 각

종 고급인력들의 이주 역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주패턴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문에서는 생략했지만, 러시아인들의 중국 이주 역시 

매우 중요한 경향으로 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이동과 이주 패턴 

연구를 넘어 이주 상국 사회에서의 공동체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착패턴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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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Regio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Jeong, Jae-Won*

This research aims at giving an analysis of the movement of popul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especially focusing on the Chinese 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region and its peculiar feature. In this research, I examine the historical 
aspect of the Chinese migration to Russia and explore Chinese migration. Despite 
the deepened economic development and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of the big portion of illegal migrants, there exist few materials 
based on correct and official statistics.　In this respect, I try to show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and the structure of Chinese 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further, the paper will predict possible changes in the future, which the 
formal and official materials do not show us. Until now, the Chinese migration to 
Russia has been perceived as a phenomen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movement of population and the migration of people between 
Russia and China have happened even before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We can find that the two countries have actively been involved in the cultural 
exchanges. Despite the fact that the migration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and restricted for a long tim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the main mechanism of migration shows features of the typical migration 
tendency that happened among the capitalist stat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future we can forecast the 
change in migration patterns; namely, the migrants like white-collar workers, 
professionals, and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 owners will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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