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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중·한 대학원생의 중국인 혐오에 대한 경험

과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 체현과 그것의 특

성을 민족지적 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2020년 9월부

터 2021년 2월 말까지 서울대학교 기숙사 사생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우한시 및 후베이성의

봉쇄, 그리고 기타 지역의 ‘반’봉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상황의 심각

성을 체감해야 했던 최초의 피해자들이었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발생 앞

에 중국인들은 유례없는 혼란과 공포를 느꼈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며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이었다. 그 속에

서 춘절을 맞아 귀국했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예기치 못한 공황을 맞닥뜨

려야 했고, 이들은 집에 머물면서 매일 중국에서의 사태 전개와 한국에

서의 정책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봐야 했다. 한국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후베이성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학교에서

는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 속

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불안과 절망과 행운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

기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베이성 유학생들은 학업을 유예하지 않고자 제

한적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

은 불편함이 많았던 환경에서도 책임감을 강조하며 성실하게 자가격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시기에 중국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방

역조치를 지키면서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중국인 혐

오’ 정서가 급속도록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한국 언론이 있

었는데, 언론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공포와 불안을 조

성하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조장에 일조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언론의 과장되고,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에 답답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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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토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언론 보도 이외 낙인과 차별의 경험에 대해서 중

국인 유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혐오와 ‘이해할 수 없는’ 혐오로 구분

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마음으로는 불편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혐오로 분류하였는

데, 이는 대체로 방역을 위해서 필요했던 조치들과 혼란스러운 사태에서

가능한 시행착오들로 생각되는 경험들이었다. 반면에, 이들은 마음으로도

불편하고 머리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혐

오로 분류하였고, ‘우한 폐렴’으로 대표되는 오명과 같이, 코로나19 사태

에서의 중국인의 노력은 늘 비가시화 되면서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을 감

지한 경험들이 이에 속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인 혐오는 경험한

적이 없는 편이었다는 지점에서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에 대한 이들

의 평가는 갈리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을 많이 경험한 반면에 직접적

인 혐오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직접적인 혐오의 부재는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는 분명히 중국인

혐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편견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이

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논쟁’, ‘코로나19에 관한 비난’이란 세 가지 측

면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자들이 한국인들 앞에서는 존재를

드러내지만 중국인들 앞에서는 ‘투명망토’를 입고 존재를 숨기고 있어 중

국인 혐오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인 혐오를 더 강하게 인지 및 인정하는 모습

을 보였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장한 ‘직접적인 혐오 없음’의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인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보이는 증오범죄

보다는 설전(舌戰)으로써 혐오를 가하는 것에 더 능하다는 특징이 발견

되었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기숙사생으로서 생활반경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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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동체이지만 두 집단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는 단절되어 애초에 혐오

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만한 환경이 아니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더욱

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안을 학교 밖에 비해 혐오가 없는 안전한 공

간으로 상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간적으로는 가까이에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집

단의 관계 양상은 결국 현실에서의 상호교류를 저해하고 서로에 대한 인

식과 이해가 여전히 인터넷에 머무르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중국인 혐오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

해 ‘역겨움(disgust)’의 성질이 부상하는 새로운 판도를 맞이하게 되었는

데, 중국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전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으

로 야생동물 음식문화가 제기되었다하여 중국 음식문화 자체를 비난하는

등은 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원초적 역겨움이 중국인을 오염원으로 치부

하는 투사적 역겨움으로 변형된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시기 중

국인 혐오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결합하여 공존하는 형태로 구

성되었고, 이는 코로나19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중국의 책

임으로 돌림으로써 중국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혐오로 이어지고 있었

다. 그렇게 ‘역겨움’은 또 다시 ‘증오’의 특성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는 ‘역겨움’과 ‘증오’가 공존하는 혐오로 발전하였다. 이

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국인에 향해졌던 혐오와 결합하여 더 큰 혐오를

만들고 있었다.

결국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중국과 중국인을 끊임

없이 악마화하는 낙인의 정치이자, 그동안 중국인이 한국에서 정치경제

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하등한 존재로 여겨졌었던 신인종주의 체현의

연장선임이 파악되었다.

주요어 : 코로나19, 중국인 혐오,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

직접적인 혐오 부재, 역겨움과 증오, 신인종주의

학 번 : 2018-2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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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Ÿ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 처리하였다.

Ÿ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한국인 연

구참여자는 가명 뒤에 (韓)으로 표시하였다. 예컨대, 김영희(韓).

중국인 연구참여자는 표식 없이 가명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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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문맥적 의미 등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

우 다음과 같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였다.

[ ] 연구자의 부연 설명

[…] 연구자에 의한 생략

… 말 흐림

― 음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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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of 20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병원체인 신종 전염병

의 발생은 2020년을 가히 ‘재난의 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사

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코로나19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

na) 또는 뉴노멀(New Normal)이란 다른 사회 기준의 도래를 촉발하며

인류 문명사의 또 하나의 역사적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었다

(김기봉 2020: 115).

코로나19 사태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

漢市)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가 “원인모를 폐렴”이 나타나 관

련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2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병원체와 발병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확진케이스 다수가 화난수산시장(华南海鲜城)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1). 첫 보고에서

우한시 인민정부는 질병의 전염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후에도 여러 차례 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코로

나19는 2003년에 발생한 사스(SARS)보다도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

됐다2).

이와 같은 초기의 판단은 결국 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 지역에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실책으로 작

1) 武汉市卫生健康委员会, 2019.12.31., “武汉市卫健委关于当前我市肺炎疫情的情况通报,”

<http://wjw.wuhan.gov.cn/gsgg/202004/t20200430_1199576.shtml>.

财新网, 2020.01.20., “钟南山：新型冠状病毒肺炎‘肯定人传人’,” <https://www.caixin.co

m/2020-01-20/101506465.html>.
2) The New York Times, 2020.02.28., “How Bad Will the Coronavirus Outbreak Get?

Here Are 6 Key Factor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world/asia/ch

ina-coronavirus-contain.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http://wjw.wuhan.gov.cn/gsgg/202004/t20200430_1199576.shtml
https://www.caixin.com/2020-01-20/101506465.html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world/asia/china-coronavirus-contain.html?action=click&module=RelatedLinks&pgtype=Article


- 2 -

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0년 1

월 30일에 발표한 선언문3)에 따르면, 중국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확진환자는 총 7736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70명을 기록하였다. 선

언문에서는 또한 비록 전 세계 확진 사례의 99%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

이외의 18개 국가에서도 98명의 확진환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염성

이 강한 신종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4)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코로나19의 비극을 막기에 역부족이었

다. 신종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우려와 공포 속에서도 빠르게 확산되어 2

월 중후반부터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월 7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환자 수는

세계적으로 10만 명을 돌파하였고 총 93개국으로 확산되었다5). 며칠 지

나지 않은 3월 11일, WHO는 결국 코로나19에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게 되었다6). 이는 WHO가 1948년에 설립된 이후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다음으로 선언한 세 번째

팬데믹이었다.

사태가 터진지 1년이 넘어, 2021년이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국을 선두로 2020년 12월부터 각국에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01.30., “WHO Director-General's statement on IH

R Emergency Committee on Novel Coronavirus (2019-nCoV),” <https://www.who.i

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
4)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2005년에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할 때 새로 도입

한 개념으로 1) 국제적인 질병 확산으로 다른 국가에게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되면서

2) 잠정적으로 국제협력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박진아 2020: 5).
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03.07.,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

ation Report–47,”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

reports/20200307-sitrep-47-covid-19.pdf?sfvrsn=27c364a4_4>.
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03.11.,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 11 March 2020,” <https://www.who.int/direc

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

briefing-on-covid-19---11-march-2020>.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307-sitrep-47-covid-19.pdf?sfvrsn=27c364a4_4
https://www.who.int/director-general/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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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기 시작하면서 16일

만에 천만 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여 2021년 1월 26일 세계의 누적 확진환

자 수는 1억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7).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중국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세계는 중국

을 향해 코로나19의 진실과 우한에서의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

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위생적인 식문화로 인해 질병을 야기했다는 비난

을 가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한 심각한 수준이

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0년 1

0월 6일에 발표한 통계조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수치로 드러냈다. 6월 10

일부터 8월 3일까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등 14개 국가의 국

민 1만42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3%가 “중국은 비호감(u

nfavorable)”이라고 응답하여 퓨리서치센터가 2002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8).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이란 존재 자체가 혐오와 차별의 대

상이 되었다. 외국에서 중국인을 직접적으로 "바이러스(virus)"라고 부르

며 혐오성 폭언을 가하는가 하면 중국인의 병원 방문 및 진료를 거부하

였고 중국인이 '이유도 없이' 폭언과 손찌검을 당하며 중국 브랜드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보도되었

다9).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비슷한 외모와 체형을 가진 동아시아인에 대

7) KBS 뉴스, 2021.01.26.,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억 명 넘어,” <https://news.

kbs.co.kr/news/view.do?ncd=5103170>.
8) 경향신문, 2020.10.07., “‘중국은 비호감’ 역대 최고치… 퓨리서치 14개국 조사, 호주·한

국 등 부정평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

0071614001&code=970100>.
9) 연합뉴스, 2020.01.30., “신종코로나에 지구촌 곳곳서 ‘중국인 혐오’ 기승,” <https://ww

w.yna.co.kr/view/AKR20200130150000009>.

WeChat 공식 계정[微信公众号]·INSIGHT视界, 2020.02.03., “被殴打的23岁中国女留学生

与被歧视的中国人,” <https://mp.weixin.qq.com/s/pw-dbDWKq9NjjlzUAe_nAw>.

BBC, 2020.02.20., “Sinophobia: How a virus reveals the many ways China is feare

d,”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456056>.

China.org.cn, 2020.02.20., “The new coronavirus outbreak and growth of Sinophobi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0317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71614001&code=9701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50000009
https://mp.weixin.qq.com/s/pw-dbDWKq9NjjlzUAe_nAw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45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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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혐오로까지 확산되었고 서구에서는 동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혐오 사

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노컷뉴스, 2020.01.31.; 미주중앙일보, 2020.05.

15.). 특히 2021년 3월 16일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로 판단되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였다10).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혐오 현상은 한국 사

회에서도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은 청원 마감일인 2월 22일까지 76만

1833명의 동의를 얻었고, 설 연휴를 전후로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에 대해서는 혐오 여론이 일기 시작했으며, 1월 28일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이 등장하였고, 소셜메트릭스 트렌드 누리집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해면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중국”과 함께 언급된

감성어(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는 “감염되다”, “혐오”,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30%에서 72%로 급증함과 동시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의미인 '짱깨' 혐오 표현은 한 달 만에 15.5배 급증하였다11). 국가인권위

원회 또한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첫 확진환자 소식이 전해진 1

월 5주차와 31번째 확진환자가 확인된 2월 4주차를 기점으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어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픽링(David Fickling)은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세

계화(globalization)와 나란히 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감염이 전

파되었으므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순간 "외국인" 집단이 제일 먼저 바이

러스 보균자(virus carriers)로 의심되어 외국인 혐오(xenophobia, 외국인

a,” <http://www.china.org.cn/opinion/2020-02/20/content_75724908.htm>.

FP, 2020.01.31., “Wuhan Virus Boosts Indonesian Anti-Chinese Conspiracies,” <http

s://foreignpolicy.com/2020/01/31/wuhan-coronavirus-boosts-indonesian-anti-chinese

-conspiracies/>.
10) 한겨레, 2021.03.17., “애틀랜타 연쇄 총격 용의자 SNS에 ‘중국은 최대 악’,” <http://

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87217.html>.
11) 한겨레, 2020.03.10.,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ht

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csidx858c038556468d7920d9154b19

b36dc>.

http://www.china.org.cn/opinion/2020-02/20/content_75724908.htm
https://foreignpolicy.com/2020/01/31/wuhan-coronavirus-boosts-indonesian-anti-chinese-conspiracies/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87217.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csidx858c038556468d7920d9154b19b36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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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증 또는 제노포비아)적 인종차별(racism)을 야기했다고 하였다12). 외

국인 집단이 알 수 없는 감염성 질병의 ‘발원지 출신’일 경우 그들에 대

한 공포와 낙인, 차별, 혐오 등의 정도가 더 집중되기도 하였다13).

그러나 사람들이 감염병 사태에서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피해자들이란

것이다.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도 없이 미지의 공포 속으로

제일 먼저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질병의 발원지 사람들이다. 재

난의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들이야말로 감염병의 첫 피해자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진 후 중국인들이 마주해야 했

던 광경은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세계인들의 ‘손가락질’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피해자이면서

혐오의 대상이 된 중국인들이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

고 있는지에 대해 민족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고자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주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였다. ‘외국인 집단’이란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14). 그리하여 연

구자는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사태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혐오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게 된 '타지 살이 중국인', 즉 재한 중국인 이주자15)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2) Bloomberg, 2020.03.27., “Why Disease and Xenophobia Go Hand in Hand,” <https:

//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28/why-disease-and-xenophobia-go

-hand-in-hand>.
13) 2003년 사스 발병 당시 미국 내의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한 Person,

B.(외, 2004)는 감염병의 진화하는 성격과 내재된 과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면서 일반 대중이나 특정 지역사회가 이

를 특정 민족(ethnic) 집단과 연결 지어 사스 사태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공포(fear), 낙인화(stigmatization), 차별(discremination)을 유발하였다고 보았다.
14) 그러나 감염병에 의한 혐오 현상의 필수조건은 “외국인 집단”이 아닌 “외부 집단”으

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코로나19가 터진 초기에 중국 안에서도 우한과 후베이성

에 대한 혐오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15) 기존의 이민(immigration)은 다른 국가로 넘어간 후 정착해 버린 사람들의 단기적이

고 한 방향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면, 초국가적(transnational) 맥락에서의 이주(migrati

on)는 출신국가와 하나 이상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장기적 및

다방향의 행위를 의미한다(Schiller & Basch & Blanc 1995).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28/why-disease-and-xenophobia-go-hand-in-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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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선정한 연구참여자는 한국 대학원에 입학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이다. 사태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 관련 논의에서 제일 큰 논쟁이

된 것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여부였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 대학

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7만1067명으로 한국에 재학 중인 외국

인 유학생의 44.4%라는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3

월 개강을 맞아 대거 입국할 시 한국의 방역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16).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서 중국인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 담론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병 이후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는가?

둘째, 코로나19 시기 동안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팬데믹 상황과 관

련하여 혐오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경험들이었는가?

셋째, 코로나19 전후 흐름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의

시각으로 살펴본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어떤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혐오 이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7)에 의하면 '혐오'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다. 첫 번째는 혐오(嫌牾)로써 "미워하고 꺼림"이고, 두 번째는 혐오(嫌

惡)로써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풀이된다. ‘혐오’에 대응하는 한문과 뜻풀

16) 시사IN, 2020.03.05., “코로나19가 드러낸 대학 교육의 기저질환,” <https://www.sisai

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7>.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7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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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둘 모두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감정을 나타낸다.

미국의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 역시 혐오를

전형적으로 신체적 반응인 구토를 유발하는, 인간이 지니는 본능적인 감

정이라고 보았다(2015[2004]: 166). 그리고 신체의 배설물이나 피, 콧물,

정액 등과 같은 다른 체액들과 불결함, 끈적함, 악취 같은 특성을 공유하

는 동물들, 마녀들이 가마솥에 넣어 끓인 것들에 대한 구토 반응을 ‘원초

적 혐오’라고 설명하였다(2020[2018]: 138). 누스바움의 논지에서 ‘원초적

혐오’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존

재들, 다시 말해 동물성의 오염과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치닫는 부패하

는 존재들로 구성된다.

본능적 감정으로서의 ‘혐오’는 언제나 입으로 들어오는 것, 즉, ‘먹는

것’과 관련해 생각되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법학자 윌리엄 이안 밀러

(William Ian Miller)는 혐오를 음식에 대한 거부와 맛의 감각으로 연구

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으로부터 ‘혐오’에 대한 근대 심리학적 흥

미가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Miller 1997: 1). 다윈은 이렇게 말하였

다(Darwin 1965[1872]: 256-257; Miller 1997: 1에서 발췌).

‘혐오’라는 용어의 제일 간단한 뜻은 맛(taste)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음식의 외관(appearance), 냄새(odour), 또는 성질

(nature)의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의해 얼마나 쉽게 작동되는지 궁금하

다.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에서 한 원주민은 그의 손가락으

로 우리가 야영지에서 먹고 있었던 차갑게 보관된 육류를 만지고는 그것

의 부드러움에 명백한 혐오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음식이 벌

거벗은 야만인에게 만져졌다는 것에 상당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의 손에

는 어떠한 더러움이 묻어있지 않았지만 말이다. 한 남성의 수염에 묻은

얼룩진 수프가 보기에 혐오스러웠지만, 수프 자체에는 역시 어떠한 혐오

스러울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혐오는 우리 마음속의 음식물을

보는 시각과 먹는 생각 사이의 강한 연관성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였

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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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의 이 같은 서술은 기본적으로 그가 혐오를 음식의 촉감, 성질 그

리고 위치 등 여러 형태에 대한 일차적인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밀러는 다윈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윈이 혐오감을

느꼈던 것은 위에서 제시된 대상들이 모두 모종의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차가운 고기는 굳어야 하지만

원주민은 부드러운 촉감을 느꼈기에 혐오스러워했던 것이고, 잉글랜드

사람이 아닌 타자 원주민이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며, 나아가 그런 야만적인 원주민이 먼저 다윈 무리들이

먹는 음식에 혐오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다윈도 원주민이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만졌어도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밀러는 다윈과 달리 ‘음식’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환경과 음식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맥

락 속에서 혐오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는 음식이 다윈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You pretty much are what you eat”, 즉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라는 믿음이 행위자들 사이에서 공유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았다(Miller 1997: 3). 그렇기 때문에 다윈을 포

함한 행위자들에게 구강 섭취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충분히

오염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인지되고, 다윈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음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관찰하고 느꼈다는 것이다.

혐오와 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인류학자 사라 아메드(Sara

Ahmed) 또한 밀러의 연장선에서 다윈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아메드는

감각되는 가까운 것에 대한 맛(taste)과 촉각(touch)뿐만 아니라 음식은

우리들의 몸에 들어오는(taken into) 것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공포가

혐오의 반응인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음식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든다고

보았다(Ahmed 2004: 83). 다시 말해, 음식 그 자체가 혐오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주체의 전제가 음식을 혐오스러

운 것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다윈의 글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원주

18) 연구자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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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손가락으로 만졌기에 고기가 진정으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다윈

도 그 손가락이 더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원주민의 손가락으로부

터 ‘더러움’의 경계를 연상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음식으로 전이되어 다

윈한테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 음식은 진정으로 더러운 존재로 지정된 것이라고 아메드는 주장

하였다.

이 같은 논의들은 혐오의 대상은 실제 그 속성이 혐오스럽지 않아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심리학자 폴 로

진(Paul Rozin)과 그의 연구진들은 혐오의 작동기제는 보다 더 주관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로진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었다. 같은 물질이 담겨 있는 두 개의 다른 유리병을 실험자들

에게 하나는 배변이 있다고 소개하고 다른 하나는 치즈가 담겨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치즈라고 생각한 유리병에 대해서는 향기

를 좋게 생각한 반면에 배변이라고 생각한 유리병에 대해서는 역겹고 불

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실험이 끝난 후 로진은 “일차적으로 쾌락

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상이 지닌 감각적 요소라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주체의 인식이다.”라고 밝혔다(Rozin & Fallon 1987: 24; 누스바움

2015[2004]: 167에서 재인용). 그리하여 마사 누스바움도 로진의 실험으

로부터 관념적 요소는 대상이 지닌 속성 또는 기원, 그리고 그것의 사회

적 역사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측면이기에, 혐오의 발현 역시 결코 ‘사회

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로진의 실험이 누스바움의 혐오 이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스바움이 ‘원초적 혐오’를 동물성의 오염에 대한 반

응으로 귀결한 것도 로진의 연구가 시사해준 바가 컸다. 로진과 팔론은

정신과 의사 안드라스 앙잘(Andras Angyal 1941)이 주장한 모든 혐오의

대상은 동물 또는 동물의 생산물이었다는 관점을 두 번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그들의 연구(Rozin & Fallon 1980; Fallon & Rozin 1983)

에 의하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사람들은 1) 맛에 대한 불쾌함

(Distaste), 2) 음식을 먹은 후의 예상되는 해로운 결과에 근거한 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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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 위험(Danger), 3) 음식의 성질에 대한 강한 거부로써의 혐오

(Disgust)라는 세 가지 범주를 보였다19). 그 중에서 혐오는 대상의 성질

이 대부분 동물 또는 동물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동물과 연관된

다는 기준을 내재할 때 반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진은 그 이후의 연구에서 배설물, 시체와 같이 사람의

신체로부터 동물성의 오염을 연상하게 되는 성질들도 혐오의 대상이 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Haidt et al., 1997; Rozin et al., 1993; Rozin et

al., 2016). 예컨대, 콧물, 정액, 배설물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에 누스

바움은 혐오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닌 동물성과 유한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으로 ‘오염원’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2015[2004]: 170).

그러나 학자들은 동시에 아이들은 동물성과 유한성, 취약성에 대해 거

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하였다(Freud 1957[1910]; Rozin

et al., 2000; 2016). 그리하여 로진 등 연구진들은 아이들은 배변 훈련과

같은, 부모와 사회에 의한 학습을 통해 ‘혐오’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혐오’가 점차 강력한 사회적 힘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Rozin et al., 2000; 2016; 누스바움 2015[2004]: 178). 다시 말해, ‘혐오’는

선천적인 감정보다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으로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결코 ‘혐오’가 선천적인 요소임을 부정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인간을 위협하는 병원균과 같은 측면에서는 ‘혐

오’가 확실히 방어적 반응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적지 않은 학자들이 혐오를 병원균에 대한 회피 메커니즘으로

바라보았는데(Kelly 2011; Tybur et al., 2013; Rozin et al., 2016), 한국

의 신경인류학자 박한선 또한 행동면역체계(Behavioural immune

system, BIS)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혐오'의 감정인 역겨움이 행동면역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된 행동 및 감정 모듈이기에, 행동면역체

계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역겨움과 대상을 피

19) Fallon&Rozin(1983)에서는 네 번째 범주 “부적절함(inappropriate)”을 제시하였는데,

이 범주는 ‘혐오’와 마찬가지로 이념적 기준이 존재하지만, ‘혐오’와 달리 그 대상을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은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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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회피 행동을 나타내며 감염병의 위험 아래 '혐오' 정서를 촉발한

다고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사회적 혐오를 분석하였다(박한선 2020). 유

행병 앞에 사람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병원균의 위협에서 낯선 사람들과

외부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incher &

Thornhill 2012).

그러나 박한선은 혐오와 역겨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는바,

‘혐오’를 미움이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라면 ‘역겨움’은 더러운 것에 대

한 감염의 두려움이라고 주장하였다(박한선·구형찬 2021: 183). 전자가

영어로 ‘hate’에 대응하고, 후자는 영어 ‘disgust’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혐오 논의에서 ‘혐오’는 영어 ‘hate’와 ‘disgust’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경향이 있다(권명아 2016: 12).

반면에 누스바움은 원초적 감정으로서의 혐오든 학습을 통해 습득한

혐오든 결국 두 가지 모두 ‘혐오’의 핵심 요소인 ‘오염’을 에워싸고 있기

에 ‘혐오’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중의적인 상태로 해석하고자 하였

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누스바움의 ‘투사적 혐오’이다.

‘투사적 혐오’는 간단히 말하면, 원초적 혐오가 특정 대상에게 투사되

는 상태를 말한다. 그 특정 상대가 원초적 혐오적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

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누스바움은 혐오에서

중심적인 개념은 '오염'인데,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다른 대상으로

확장하는 혐오인 '투사적 혐오'는 사회가 구성원들 중 몇몇을 '오염원'

으로 규정하도록 가르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되는 반

응이라고 개념화하였다(2016[2010]: 52-55). 여기에서 ‘오염’은 원초적 대

상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특성들을 인간 자체에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스바움은 이렇듯 투사적 혐오에서 그 대상은

오염원으로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에, 혐오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라고 주장하였다(2015[2004]: 200). 이 같은 맥락에서 ‘오염원’

으로 규정되는 집단은 대체로 사회의 소수자들이므로 한국의 학자 김종

갑(2017)은 혐오는 결국 사회의 주류 집단과 소수자 집단 사이의 권력

관계가 내포된,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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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 누스바움은 ‘혐오’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나누어 범주화

하면서도 두 가지 혐오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 제시해주고 있다. 연구자

가 본 연구에서 특히 누스바움의 혐오 이론을 착용하고자 한 이유는 원

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의 구분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

상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사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 혐오’로서 정당하지만, 코

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집단 전체에 대한 회피와 비난은 중국인을 잠재

적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사적

혐오’에 속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혼합된 상태로 ‘중국인 혐오’ 현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원초적 혐오를 야기하는 ‘오염’이 투사적 혐오의 대상으로 전가되는 방

식에 대해서 누스바움은 실제적 근거가 없는 망상일 경우가 다분하다고

말하며(2016[2010]: 56) 그렇기에 투사적 혐오는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혐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회피이므로 결

코 사회적으로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2020[2018]). 독일의 카롤린

엠케(Carolin Emcke) 역시 혐오의 근거로 언급되는 이유들, 즉 어떤 집

단을 혐오해야 ‘마땅하다’며 갖다 대는 이유들은 누군가가 구체적인 역사

적, 문화적 틀 안에서 산출해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는 관습과

신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2017: 76).

혐오의 핵심 요소로 언급되는 ‘오염’에 관해서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

(Mary Douglas) 또한 병인론과 위생학을 제거한 ‘오염’의 대상, 즉 오물

은 체계적 질서와 분류들의 부산물로서 상대적인 관념이지 결코 절대적

인 존재는 아니라고 보았다(1997[1966]: 68-69). 이에 대한 더글라스의

유명한 묘사가 있다. “신발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더럽다. 음식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침실에 식

사 용기를 놓는 것이 더럽거나 옷 위에 흘린 음식이 더럽다.”(ibid: 69).

그러므로 투사적 혐오의 대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분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위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인 혐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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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바이러스에 대한 원초적 혐오가 투사적 혐오로의 전가는 지난 세월

한국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체계와 분류의 질서 속에서 재구성된 것으로

분석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혐오’를 감정적인 반응으로 분석하고 있

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 대상에 대한 혐오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혐

오’가 결코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은 아님을 의미한다. ‘혐오’를 감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그러한 혐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

므로 ‘혐오’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 수행성을 띠는 실천의 문제로 확장한

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Gordon W. Allport)는 반감을 마음속

에만 간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부정적 태도는 어디서든, 어

떻게든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태도가 심할수록 더욱 강렬한 적대적 행위

로 드러난다고 밝힌바 있다(올포트 2020[1954]: 53).

사라 아메드는 혐오의 수행성(perfomative)은 집단의 고결함(integrity)

을 뚫고 들어온 혐오의 대상을 ‘뱉어냄으로써’ 혐오를 이해할 수 있게 묶

여진 공동체를 생성한다고 보았다(Ahmed 2004). 다시 말해, 혐오의 수행

성은 혐오의 대상을 발화함으로써 그 대상의 혐오성을 인지하게 되는 집

단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라 아메드의 주장에서 혐오의 수행성은

혐오를 말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혐오의 발화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영어 ‘hate speech’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헤이트 스피치’나 또는 ‘혐오 발언’, ‘차별 언어’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학자 홍성수(2018: 26)는 혐오란 마

음이 표출되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차별·혐오의 문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2018: 32) 혐오의 표출을 발화에만 국

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홍성수는 ‘혐오표현’이 보다

혐오의 실천을 보여주는 용어로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영어에서 ‘스

피치(speech)’는 역시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나치 문양처럼 상징물에 대

한 의사표시, KKK단이 착용하는 하얀 옷과 같은 복장 그리고 퍼포먼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홍성수(2018: 31)는 ‘혐오

표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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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

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

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홍성수의 논의에서 위의 혐오 이론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은, 미워

하는 층위에서의 ‘혐오’ 감정이 없어도 혐오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데

에 있다. 그가 혐오표현의 개념에서도 싫어하는 감정보다, 오염원에 대한

규정보다, 혐오표현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의 이러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홍성수는 혐오표현이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한 후 그것을 사실로 둔갑하여 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낳는 효과에 보다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혐오’를 싫어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

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로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ibid: 24-26).

이 지점에서 ‘혐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싫어하는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추어 ‘혐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혐오의 효과에 더 초점을 맞추어 ‘혐오’를 사용할 것인지 말이다. 이에

관해 권명아(2016: 12)는 혐오발화에서 개념적 규정보다는 작동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성수 또한 ‘혐오’ 용어를 선택한 이유에는

젠더 갈등에서 흔히 나오는 “나는 여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왜 혐오

냐?”는 주장처럼, 분명히 차별, 적대, 배제, 멸시, 모욕과 같은 효과를 초

래하고 있지만 발화자들이 감정적인 측면은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

략적 함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홍성수 2018: 35).

이 같은 논의들은 결국 혐오는 타자화(othering)의 맥락에서 분석되어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반명예훼손연맹 (Anti-Defamation

League: ADL)이 2018년에 제시한 혐오의 피라미드(홍성수 2018: 81-85

에서 재인용)에서도 ‘혐오’는 근본적으로 ‘편견’에서 시작하여 ‘편견’이 신

체를 통해 표현되면 ‘혐오표현’, 나아가 직접적인 행위로 드러나면 ‘차별

행위’, 폭력으로 이어지면 ‘증오범죄’ 그리고 폭력이 극단적으로 행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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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로까지 전개되는 5개 층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편견이 꼭 나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측면 역시 편견으

로 기능할 수 있지만, 고든 올포트는 민족 편견은 대개 부정적인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사람들은 한 집단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충분한’ 근거를 집단 전체의 성질로 과잉 범주화

(overcategorization)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양산한다고 비판하였다(올포트

2020[1954]: 40-46).

그러므로 ‘혐오’는 결코 그것의 작용 효과와 분리할 수 없다는 홍성수

(2018)의 주장에 따라 연구자도 본 연구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혐오’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차별, 배제, 낙인과 같은 측면도 연구

자는 논문에서 ‘혐오’라는 용어로 지칭하여 용어들이 다소 혼재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성을 싫어하지 않는데 왜 여성혐오인가

요?”란 담론과 달리 중국인이라는 집단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도 싫어한다

고 주장하는 대상이고 그로 인해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있는

대상이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란 혐오표

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미워하는 ‘증오’

감정과 ‘역겨움’의 투사가 중첩된 복합물이기 때문에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어온, 역사

성을 가지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박은경 1986; 장수현 2002; 박경태

2004; 임윤서·안윤정 2016; 최영미, 2016; 박미화·김솔 2017; 박미숙·손영

화 2018; 양혜우 2019). 화교에 대한 차별, 배제의 역사, 신자유주의와 세

계화의 추동 아래 다문화사회에서 야기된 중국인 민족성에 대한 고정관

념 및 편견의 문제, 언론과 미디어에 등장하는 중국 동포 및 중국인 타

자화의 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로서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문제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 온 중국인 혐오 현상이었다.

이에 반해, 간혹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지각하는 차별에 대

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혐오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아마 유학생은 난민이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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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주자 또는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과 다르게 경제적 부담, 인도주의

적 도전 또는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송출국가와 유입국

가 사이의 ‘문화사절’로서의 역할을 높이 인정받아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환대받기 때문일 것이다(안영진·최병두 2008).

그러나 한국사회에 중국인 혐오 문제가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

생들이 대학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느끼는 혐오의 정도가 작다고 하여 중

국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감지하는 혐오도

작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중국인 유

학생의 입장으로부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결부하여 중국인 혐오

현상을 파악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본 연구에서 이를 민족지적 방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재한 중국인 유학생 연구

교육 영역의 전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문화

자본을 기대하고 유학길에 오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박소진 2013; 이응철 2020). 한국으로 유학 오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다를 바가 없다. 최봉환(2020)에 의하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1992

년 수교 당시 24명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 6만 7,288명을 찍은 후 4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7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한국 교육부(2020)가

제공한 통계를 봐도, 2020년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67,030으로

2019년보다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한국 내 전체 유학생 중 절반 가

까이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중국인 유학생이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술적 관심

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수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재한 중국인 유

학생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재한 중국인 유학생 연구

는 주로 (1) 교육적인 문제, (2) 재학 생활 및 관광문제 그리고 (3)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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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의 적응과정과 그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내용 및 대처방식

등 심신건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이영남, 마준, 이용진 2018). 이 같

은 주제 분류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아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

구를 (1) 문화적응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 (2) 대학생활 및 학업 관련 문

제에 따른 스트레스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 사

이의 중국인 유학생 하락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져 왔

다(이채식 2012; 鄭有善 2014; 리첸첸, 오인수, 이수경 2016). 중국인 유

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한국어 능

력이었는데,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거나 한국인

과 교류하거나 학교 및 학과와 연락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측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었다(이수범·김동우 2009; 김선아

2010; 鄭有善 2014). 또한 주관적인 건강 상태, 거주상태 등 개인적 요소

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대인관계, 음식 문화, 역사적 문제 등 사회문화적

요소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Jin 2005; 이홍직 2011; 왕첩사, 강영은, 이심열 2019).

이 같은 문화적응에서의 어려움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를 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심리욕구가 떨어

지고(리첸첸, 오인수, 이수경 2016),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떨어지

며(김정아·김인경 2011; 왕충숭 2012), 심각할 경우 우울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후조·손은정 2011).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큰 요인으로 주로 제기된 지각된 차별감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서한나 2009; 백미 2010), 심각할 경우 중국인 유학

생들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되었다(진민진, 배

성만, 현명호 2011).

둘째,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관련 문제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연구되어 왔는데,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에서의 낯선 사회

문화적 환경과 인종, 언어, 외로움 등 요소로 인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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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나임순

2006). 실제 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교의 교육시설과 관

련시스템에는 만족하지만, 타국에 홀로 있다는 고독감이나 우울감 등으

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조혁수·

전경태 2009; 鄭有善 2014; 고난난 2015). 그러나 더 크게는 위에서 언급

한 한국어 능력, 중국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중국인에 대한 편견에 의

한 지각된 차별감, 위계질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문화적응에서의

스트레스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과 학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지인 2008; 임춘희 2009; 이채식 2012; 이

경상, 배상률, 이창호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적응 및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시오드라마

(sociodrama)를 이용한 상담 프로그램, 타악기 연주활동, 화상통화를 이

용한 마음챙김 인지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중국인 유학생들

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대안으로 효과적이라고 제안되어 왔다(박우진·이

상무 2016; 이지은·문소영 2017; 우정정·최성진 2021)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한 양

적연구로 진행되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각 요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 어떤 형식으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맥락적인 설명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반면에,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질적 조사를 진행한 연구에서는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적응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대신 양적연구에 비해서는 그

수가 확연히 부족하다. 참고로, 질적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문화 및 대학생활 적응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지

각된 차별감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발전하지 못한 중국에

대한 편견과 문화 사대주의로 인해 백인이나 영어권에 비해 낮은 층위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차별을 느끼고, ‘시끄럽다’, ‘더럽다’와 같은 부

정적인 이미지의 고정관념에서 개인적인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 19 -

(최윤희·이정은 2016). 보다 구체적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문제로 들어

가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 능력 중에서도 전공수업의 전문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수업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국에 남을지 아니면 중국에

돌아갈 것인지 사이에서 상당한 진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동기 2017). 그리고 한국인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학생은 대체로 단절되고 분리된 교우 관계를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매체, 부정

적 인식의 정치경제 및 역사적 관계, 교육체제에서의 타문화에 대한 편

협한 사상 등 요인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중국인을 편견과 오해가 뒤섞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전재은·장나영 2012).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양적으로 진행된 연구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속에서 그러한 인식을 내면화하게 된 맥락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에서 제시된 질문

에 대응하는 답변을 연구참여자들의 말로써 풀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논

의로는 이끌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더욱이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논의에서 인류학적으로 실시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나

마 최근에 진행된 최민진(2020)의 논의가 민족지적 연구로 중국인 유학

생들이 유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폭력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민족 정체성

을 이유로 차별과 낙인을 당함으로 인해 중국과 중국인의 우월성을 강조

하며 한국인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전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들은 모두 한국 대중의 측면에서 공유되

고 있는 ‘중국인 혐오’를 정면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존재

한다. 지각된 차별감과 학교에서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논의가 제일 ‘혐

오’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각된’이라는 수사적 표현

이 암시하듯이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한국인 학생

들의 입장으로까지는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혐오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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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국인을 싫어하는’ 차원의 혐오에 대해서도 분석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중국인 혐오’ 현

상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은 중국인 유학생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연구자가 연구의 주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를 계획했던 것도 이때만큼 중국인 혐오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이슈

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얼마 안 된 시점이지만,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그 연구결과들이 논문으로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付馨遥(FU XINYAO 2021)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

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원격 수업

으로 인해 이들이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화적·사회적 적응

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방역 지침에 성실히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코로

나 유행’ 사태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사회적 관계가 유학생 내부로 더욱 집중되면서 정보 공유는 물론

정서적 지원 및 중요한 물질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외로움과

향수 그리고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컸지만 중국

인 유학생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장이츠·김민아(2021)는 사회적 낙인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

들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주요하게 인터넷 공간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낙인을 경험하였고 일상

적 생활에서는 경계, 멀리함 그리고 거절 등의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이

로 인해, 예컨대 중국인이란 사실을 숨기거나 한국인과의 관계를 최소화

하는 등 낙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기피함으로써 낙인에 대처하였음

을 보여주었다. 본 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에서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낙인과 차별의 문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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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연구자는 사회적 낙인을 ‘혐오’의 하나의 속성으로 간

주하므로 이런 입장에서 장이츠·김민아(2021)의 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낙

인은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인해 기존의 편견과 혐오가 폭발 및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는 데에 반해(홍성수 2020), 장이츠·김민아(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낙인에 집중하고 사태 전후 맥락에서의 중국인

편견과 낙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

인 혐오’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며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상을 코로나19 이전과 사태 당시 및 그 이후를 모두 포함한 시간적 흐

름 속에서 보다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대학원생을 모두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중국인 혐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종합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혐오 현상의 보다 구체적인 형상

과 작동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3) 전염병에 관한 의료인류학적 연구

전염병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건강을 사회와 문화의 맥락에서 논의

하는 의료인류학적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Merrill Singer 2015: 20). 의

료인류학자 메릴 싱어(Merrill Singer 2015: 20-24)의 서술에 의하면 전

염병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연구 계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50년대

생의학(biomedicine)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연구를 시작으로 한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을 서방 국가 및 일본 만큼의 국제적 발전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선진국들의 목적이 되면서 위생 관념에서 서방 의학 모델인 생의학

이 주요한 기준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의학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에서 생의학적 이상을 전파하

는 것은 결코 계획만큼 실천되는 일이 아님을 발견하면서 인류학자들은

마땅히 현지 사람들의 사고 논리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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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른바 국제보건시대(the Era of

International Health)라 일컬어지는 시대에 들어선 후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건강 발전을 도모하는 리더로 부상하는데, WHO가

1970년대에 열대 질병 연구 프로젝트(Tropical Disease Research

program: TDR)를 개설하면서 보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전염병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전염성 질병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면서 빈곤한 자와 약자들의 질병 해결이 강조되고, 건강에 대

한 인류학의 생물문화적(biocultural) 견해와 질병과 사회는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논의들이 확장되었다. 1978년 WHO의 회원국들의 알마아타선

언(Alma Ata Declaration) 이후 건강이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는 질병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비록 얼마

안 가 WHO는 다시 기존의 원초적 건강 돌봄 전략으로 회귀하였지만,

이 시기 인류학자들이 자신들의 생물문화적 접근과 전문가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덕분에 오늘날 세계의 인류학자들이 곳곳에서 전염병에 대해 연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싱어는 기술하였다(ibid: 20-24).

이와 같은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전염병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범

주도 점차 확대되었는데, 메릴 싱어(2015: 37)가 제시한 도표에 의하면

전염병 인류학은 1) 병원균(pathogens), 인간 면역 체계, 병원균과 숙주

사이의 상호작용 등 생물학적 요인, 2) 음식과 생수의 이용가능성, 기온

및 날씨가 속하는 환경적 요인, 3)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구성하는

지식체계, 환경에 영향 주는 역학적 체계, 사회적 관계 등을 구성하는 역

사적 요인, 세계화 등이 속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작용하고, 환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또 서로 작용하여, 결국 세 가지 요인 모두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메릴 싱어(2015)의 주장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인류학적 연

구는 응당 생물문화적(biocultural) 또는 생물사회적(biosocial) 개념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인류는 줄곧 병원균(pathogen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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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세계에서 진화하여 왔고 전염병은 병원성 감염이란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경 맥락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요

인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감염원(infectious agents)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연구도 결코 간과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싱어는 비록 19세기 후반 “미생물의 원

인설(germ theory)”의 부상으로 전염성 질병 영역에서의 생의학의 위치

가 지배적이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삶은 결코 사회문화적 삶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기에 건강 내지 전염병 연구에 인류학은 생물문화적 또는

생물사회적 접근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메릴 싱어의 논의는 생의학적 접근으로부터 사회문화적 접근까지의 역

사적 흐름을 보여주며 전염병 연구에서 의료인류학의 전개 과정을 자세

하게 기록해주었다. 특히 생물학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사이의 연결

고리들을 제시하며, 두 측면의 대립이 아닌 조화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료인류학적 전염병 연구에 보다 넓은 이론적 틀과 사고확장의 가능성

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싱어의 논의는 전염병 발생 요인과 전염 요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전염병은 질병으로서의 발병 이유와 전파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이 기폭제가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 및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예컨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세계는 ‘뉴노멀(New Normal)’

또는 ‘포스트 코로나19(Post-COVID 19)’ 패러다임을 주장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전염병이 기폭제 요인이 되어 중국과 중국인

집단에 대한 제노포피아(또는 외국인 혐오: xenophobia)적 태도를 주저

없이 드러내며 중국인 내지 아시아인을 비난하고 배제하며 낙인을 찍었

다(Higgins et al. 2020; Tessler et al. 2020). 이처럼 전염병이 트리거가

되어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행해지는 영향도 마땅히 전염병

에 대한 의료인류학적 연구로써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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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측면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이 범유행하면서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에 새로 나타난 HIV 감염

성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전염병 에이즈(AIDS)를 들 수 있다. 인류학에

서의 전염병 연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획기적인 평을 받는 인혼

과 브라운(Inhorn & Brown 1990: 90)의 “전염병 문제는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이며, 역사적이고 근대적이며, 동시에 이론적이고 실천적이다.”라

는 주장 역시 에이즈가 치명적인 범유행병으로 전개되면서 제시된 것이

었다.

의료인류학자 세실 헬만(Cecil G. Helman)은 에이즈는 그 자체로도 위

험한데 다른 질병을 야기해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특히나 위험하

고 또한 감염자 중 일부는 합병증이 나타난 후에야 감염 여부를 알게 된

다는 초기 치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에이즈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의

특이성이 연구되어 왔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에이즈는

인간의 행동 양상, 그중에서도 성행위와 관련하여 확산되는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어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에이즈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어 왔음을 밝혔다(세실 G. 헬만

2007: 375).

예컨대, 에이즈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는, 에이즈의 부정적

인 은유에 따른 감염자 낙인화, 에이즈의 예방을 저해하는 성 관습, 토속

적 믿음과 결부된 에이즈 개념의 변화, 이주노동자에 의한 감염 확산, 사

회경제적으로 주변화 된 집단들의 성인식, 감염자들을 ‘사회적 죽음’까지

내모는 차별과 편견 등등이 있다(Carrier 1989; Clatts & Mutchler 1989;

Farmer 1990; Lyttleton 1994; Whitehead 1997; Stanley 1999; 수전 손택

2002[2001]). 특히 에이즈의 연구에서부터 사회적 불평등이 중요한 관점

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바, 의료인류학자 디디에 파생(Didier Fassin 2

003)은 에이즈가 서아프리카에서 처음에는 백인을 중심으로 전염되었지

만 인종분리주의 정책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이유로 나중에 흑인들이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실을 서술하며, 계층(hierarchies)과



- 25 -

불평등(inequalities)으로 특징지어진 사회 질서(social order)가 사람들을

공통된 고통으로 단합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에 대한 노출과 치료

에 대한 접근, 문제에 맞설 능력, 존엄성 있게 죽을 기회 등 측면에서 사

람들을 분리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아메리카의 국가 아이티에서 몇 년 동안 에이즈를 부추기는 사회경

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한 의료인류학자 폴 파머(Paul Farmer) 역시,

페리그레 분지에 거주하는 에이즈 감염자 중 대다수는 매춘, 불법 약물

복용, 섹스 파트너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칠수록 그리고 성적 결합, 전쟁 등 정치적 혼란, 공공의료의 접근성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낮은 층위에 있을수록 에이즈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

었음을 밝히며 빈곤과 불평등이 전염성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

였다(폴 파머 2010[1999]). 폴 파머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쿠데타로 난민이 된 아이티인들이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쿠바섬의 미군

기지 관타나모의 격리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어야 했던 사실, 소비에트 붕

괴 이후 수감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러시아 교도소에서 정치경제적 혼

란으로 인한 의약품 재고 고갈, 교도관들 임금 미지급, 결핵 관리 체계의

급격한 악화로 수감자들의 결핵 감염이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서술

하며 구조적 폭력을 전염병 확산의 요인으로 주장하였다(폴 파머 2009[2

004]). 이 지점에서 제기된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에 대해 폴

파머는 빈곤, 인종주의, 젠더 불평등, 제도화된 폭력들을 예시하며 “구조

적 폭력은 특정 사회 질서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 간접적으

로 행사되는 폭력으로, 도덕 경제(moral economy) 속에서 구조적 폭력

에 의한 불편함은 여전히 개인 행위자들에게 칭찬이나 비난을 가하는 것

으로 조정된다.”라고 개념화 하였다(Farmer 2004: 307).

에이즈를 대표적 예시로 본 이상의 논의들은 대체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과정 그리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

인들에 대한 고찰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의 특징은 연구대상이 전염병 감

염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전염병의 특이성과 연관되는

집단들은, 예컨대 에이즈가 성행위로 전염된다고 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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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전염병의 발병은 일부 소수

자 집단의 낙인화를 야기한다. 특히 체액, 분비물, 혈액 등에 직접 접촉

하거나 호흡기의 감염에 의해 보다 쉽게 병이 전염되는 유행성 전염병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질병 발원지 사람들에 대한 타자화, 낙인화의 혐오 문

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원지 출신 이주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노포비아가 제일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전염병(Ebola epidemi

c)이 창궐할 때 세나겔(Senegal)에 거주하는 기니(Guinea) 출신 플라족

(Peul)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제노포비아에 대해 연구한 아토 콰메나 오

노마(Ato Kwamena Onoma 2020)에 의하면, 당시 세나겔 현지인들은 단

지 이주자들의 출신이 전염병이 발병한 국가라는 점에서 플라족 집단 전

체에 편견을 서슴없이 내비치며 혐오를 가했다고 한다. 주의를 요하는

현상은, 플라족에 대한 제노포비아에는 플라족을 향한 동질적이고 비진

화적인 집단이라는 담론이 들어있었는데, 정작 현지인들 주위에서 자신

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친구, 사업 파트너 등 플라족 이주자

들은 “예외적 이주자”라 주장하며 플라족 집단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

였다는 것이다. 현지인들의 이 같은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아토 콰메나

오노마는 경제, 정치, 사회 및 공중 보건의 위기에서 사람들은 타자로 구

성된 공동체 전체를 악마화하고 속죄양으로 만드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예외적 이주자” 담론은 이주민 집단 전체를 동질적이고 발전하지 못하

여 현지사람들과 분리된 집단으로 간주하던 관행에 근본적이 도전장을

내미는 격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노마가 연구한 플라족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

와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출신지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혐오라

든지, 중국인 집단 전체를 동질적인 존재로 치부하여 편견을 과잉범주화

한다든지, 그 과정에 “예외적 이주자”의 존재는 결코 집단에 대한 이미

지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지 못한다든지 등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동시에

오노마의 연구에서 제노포비아가 에볼라 사태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은 연

구자의 연구와 제일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연구자의 논의에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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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 기존에 있었던 혐오를 보다 더 수면위로 끌어올린 작용을 했을

뿐, 혐오의 지형 자체를 뒤바꿀만한 요인은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연구

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상에서 시작하지만 코로나19

전, 후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인 혐오 담론이 어떻게

생산되고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이

동경로를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간소화하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있어 현장 접근이 제일 용이한 재학 중인 학교 서울대학교를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에는 2,03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1/4를 넘는 548명은 중국인 유학생이다20). 교육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 중 중국인 유학생이 제

일 많은 학교 Top5는 차례로 경희대(4,031명), 한양대(3,484명), 중앙대

서울캠퍼스(3,311명), 성균관대(3,275명), 고려대(2,368명)로 모두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교들이다. 이들에 비해 서울대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확

실히 많지 않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이들과 비교해 분명

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원생 수가 학부생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

다. 본 통계에서 서울대학교의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수는 34명이지만

석사생은 241명, 박사생은 153명으로 대학원생이 합계 394명21)이다. 중

국인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10배 더 많은 것은 서울대학교의 명확한 특

성으로 한국 내 여느 대학과 비교해도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

2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2020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

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21) ibid.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829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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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는 서울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분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의 주요 연구참여자를 중국인 대학원생22)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인 대학원생 중에서도 연구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중

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기숙사 거주’라는 조건을 건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 때문이다. 우선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이기

때문이다23). 관악생활관은 코로나19 초기인 2월 중국인 및 위험 지역에

서 오는 기숙사생들이 일괄 자가격리할 수 있게 생활관 중 하나인 906동

을 격리동으로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는 여름방학에도 실시하여, 시기상

격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만 했던 기숙사 거주 (예정인) 유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주었다. 생활관에 속하지는 않지만 학교에 소

속되어 있는 호암교수회관도 격리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림 1]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상세사진24)

22) 본 연구에서의 대학원생은 연구생도 포함한 집단을 일컫는다. 즉,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 재적되어 있는 대학원생들은 연구참여자의 조건에 부합한다.
23)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2020.05.07., “관장 담화문,” <https://snudorm.snu.ac.kr/c

ategory/board-19-GN-40tYq8hB-20210204014859/?var_page=6&search_field=ALL&se

arch_keyword=>.
24)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현황, <https://snudorm.snu.ac.kr/%ea%b8%b0%ea%b

4%80-%ec%86%8c%ea%b0%9c/%ed%98%84%ed%99%a9/>.

https://snudorm.snu.ac.kr/category/board-19-GN-40tYq8hB-20210204014859/?var_page=6&search_field=ALL&search_keyword
https://snudorm.snu.ac.kr/%ea%b8%b0%ea%b4%80-%ec%86%8c%ea%b0%9c/%ed%98%84%ed%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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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거주 중국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학

교 관악학생생활관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전용동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관을 구분 짓는 유일한 기준은 학력이다.

[그림 1]에서 ‘학생생활관’에 속한 건물에서 919동, 921~926동, 906동,

915~916동(글로벌)은 학부생활관이고 918동, 900~905동, 917동(글로벌)은

대학원생활관이다. 학생생활관(글로벌)은 2019년 가을학기부터 정식 개

관하였다. 글로벌동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외국인학생 기숙사 신축사업

을 확정 받은 후 건설되기 시작하였다25). 글로벌이란 명칭에 맞게 생활

관은 외국인만 접수하지 않고 내국인도 접수하여 보다 개방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관악생활관은 국적에 의한 구별 없이

방이 배정26)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생활관 거주반경 내에서

서울대 기숙사생이란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활해간다. 연구자는 이 같은

환경이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학업 외 일상생활에서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판단하여 연구참여자를 기숙사 거주생

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가족생활관은 대학원생 중 기혼자에게 가족과 함

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숙사이고, BK생활관은 국내·외 교원

및 연구원,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이다.

연구자는 유학생들의 영원한 ‘생활관메이트’인 한국인 학생들의 경험과

25)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2019.09.11., “글로벌생활관(915~917동) 개관식,” <https:/

/snudorm.snu.ac.kr/category/board-19-GN-40tYq8hB-20210204014859/?var_page=13

&search_field=ALL&search_keyword=>.
26) 입주 시기는 제한적인 편이다. 서울대 기숙사는 매년 12월에 그 다음해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입주 신청을 받는다.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생이라 해도 모두 신청해야 하는

전체 대상 입주 신청이고 입주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은 대기

자로 분류되고 대기번호를 제공받는데 1학기 중에 퇴거하는 기숙사생이 나오면 번호

순서대로 추가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1학기에 대기자로 분류되었다 해도 2학기 입

주를 원하면 7월에 재차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2학기 기숙사 입주를 원

하는 사람들은 대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7월에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역시나 퇴

거한 기숙사생의 자리로 방을 배정받기 때문에 12월 전체 입주 신청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다. 예컨대, 연구자는 2018년도 2학기 신입생으로 당시 기숙사 입주를 신청했지

만 대기번호가 많이 밀려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였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입주 신

청에서는 입주자로 선발되어 그 다음 학기부터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었다.

https://snudorm.snu.ac.kr/category/board-19-GN-40tYq8hB-20210204014859/?var_page=13&search_field=ALL&search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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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본 연구에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과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연구자는 한국인도 대학

원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학교 한국인 대학원생도 중요한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모두 중국인 대학원생이

20명이고, 한국인 대학원생이 12명이다. 중국인 대학원생과의 비교를 위

해 한국인 대학원생을 10명 모집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심층면담을 진행

하면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7명의 여성 한국인과

5명의 남성 한국인으로 총 12명의 한국인 대학원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들은 공개 모집 및 눈둥이 표집 방식을 통해 모집되었는데, 공개 모집

으로 모집된 연구참여자가 적어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지인의

소개 또는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모집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번

호
가명 국적 성별 나이 기숙사 거주기간 비고

1 진달희 중국 여 23 917동&905동: 2019.9 ~
2 왕팡팡 중국 여 28 917동: 2019.9. ~
3 리슈잉 중국 여 23 917동&905동: 2019.9 ~
4 최옥희 중국 여 23 917동&902동: 2019.9 ~ 2020.6
5 장민 중국 여 28 918동: 2019.3 ~
6 류수란 중국 여 28 918동: 2018.9 ~
7 조방 중국 여 26 BK: 2018.1 ~ 2020.9
8 림미인 중국 여 24 902동: 2019.9 ~
9 진빙빙 중국 여 25 905동: 2018.3 ~ 2020.8

10 리계화 중국 여 25 9**동: 2019.9 ~ 2020.6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어 기숙사동을

명시하지 않고자 함.

11 왕웨이 중국 남 25 905동: 2018.9 ~ 2020.8
12 류걸 중국 남 24 917동: 2019.9 ~
13 강용 중국 남 29 906동&902동: 2019.3 ~ 2021.3
14 천의남 중국 남 32 BK: 2020.8 ~ 박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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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민족지적 현지조사 방법을 사용

하였다.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민족지적 현지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행동 양식보다 경

험담과 혐오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

에, 참여관찰보다 심층면담이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참여관찰

은 대학원 기숙사동에서의 중국인 유학생의 활동 양식과 직접 중국인 유

학생으로서 자가격리를 경험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관찰보다 심

층면담이 주된 방법으로 선정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구자가 직

접 대면으로 만나거나 참여관찰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요인

도 관여하였다. 현지조사 이외에도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언론 보도 및 기사를 문헌 자료로 많이 활용하였으며, 연구

15 장강하 중국 남 24 917동: 2019.9 ~
16 정쥔 중국 남 30 917동: 2019.9 ~
17 리문호 중국 남 27 905동: 2020.4 ~
18 량일범 중국 남 28 905동: 2019.3 ~ 2020.3
19 조일식 중국 남 31 BK: 2018.1 ~
20 제갈명 중국 남 27 X 기숙사생 아님

21 이정의 한국 여 27 905동: 2019.9 ~
22 김수연 한국 여 30 917동: 2019.9 ~ 2021.2
23 최아름 한국 여 25 901동: 2020.5 ~
24 한풀잎 한국 여 28 905동: 2019.3 ~
25 진솔이 한국 여 30 917동: 2020.1 ~ 2020.12
26 송정서 한국 여 31 905동: 2018 ~
27 박미소 한국 여 33 X 기숙사생 아님
28 박정호 한국 남 27 900동: 2020.2 ~
29 이수혁 한국 남 25 905동: 2020.3 ~
30 유명수 한국 남 28 905동: 2017.3 ~
31 최한석 한국 남 28 903동: 2019.3 ~ 2020.2
32 김휘준 한국 남 26 903동: 20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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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제공해준 다이어리 및 문헌자료 또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

하였다.

연구자는 2020년 6월 말에 학교 연구윤리원에 IRB 심의를 의뢰한 후

연구가 승인된 9월 13일 전까지 약 2달 동안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사

전조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각종 언론 기사와 그에 대한 대중매

체 속의 각종 반응을 살펴보았다. 민족지적 현지조사는 IRB 승인(No.

2009/002-014)을 받은 직후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약 6개월에 거쳐 시

행되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1월 말부터 제3차 대유행이 폭발

하여 약 1달 동안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때까지 연구자는 중국인

유학생을 위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지인의 소개

를 통해서 모집했는데 초면부터 Zoom으로 면담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32명의 참여자 중 1명 외에는 모두 대면으로 면담을 진

행하였다. 대면으로 면담했을 때는 코로나 시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

크를 쓰고 면담을 실시했다. 2021년 1월 중순쯤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되

면서 면담을 다시 개시하였고 이로부터 약 1달 반 동안은 주로 한국인

대학원생과의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심층면담은 IRB에 따른 서면 동

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마다 1-2회(회당 40분~1시간 30분

정도)씩 시행하였고,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리한 곳으로 선정했는데 주

로 학교 내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 연구참여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대학교의

대학원에 재적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다.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내부자’

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한편으로 본 연구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에서 항시

연구자의 위치를 상기하고 있었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관점에만 치우치

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인 대학원생들도 연

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연구자의 상황은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의 일상

자체가 참여관찰이 된다는 이점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시국에서 움

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수시로 참여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무엇보다 용이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또한 연구자도 중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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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비롯하여 다른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했을 상

황들을 비슷하게 겪었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 자체도 연구 자료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

술지(auto-ethnography)도 연구방법의 일부로 채택되었다.

참여관찰과 자기기술지 및 연구참여자의 다이어리를 통해 연구자는 코

로나19 초기 서울대학교 생활관에서의 격리 조치에 대한 관찰과 기록을

비롯해 그 이후 생활관 내부와 주변 시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각종 조

치와 공지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4. 논문구성

논문의 본론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Ⅱ장과 Ⅲ장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서사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이들의 경험

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분석한다. Ⅳ장은 코로나19 전후 흐름 속에서 중

국인,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

의 특징과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Ⅱ장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은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본 장에서는 사태 초기

중국인 유학생들의 특수하면서 불안정했던 경험들을 조명하기 위해 시간

성을 사태 초기로 제한하였다. 우선 2020년 1월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중

심으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서

전염병의 최초 발병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들이 느꼈던 혼란과 공포에 대

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중국의 각 도시들이 차례로 봉쇄 또는 ‘반’봉쇄

상태에 이르면서 유학길의 지속 여부와 한국으로의 입국 여부가 불확실

해진 중국인 유학생들의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서술한다. 나아가 한국으

로 입국할 수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후의 자가격리 실천에 대

해서 서술하며. 이들이 최대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가격리와 방역지

침을 준수했지만 여론으로부터 각종 의혹을 받아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결과적으로 Ⅱ장을 통해서 연구자는 불확실한 형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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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수없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했던 중국인 유학생

들은 유례없는 전염병 재난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려

야 했던 한 국가의 일반 시민이자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최초의 피해자’

집단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장 ‘코로나19와 중국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재

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했던 혐오를 낙인과 차별이라는 두 가지 맥락

에서 다룬다.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한국 언론에서 생산한 ‘중국

인 혐오’ 담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언론의 보도를 거쳐 중국

인 혐오가 조장되는 과정을 들여다본다. 다음 사태 초기 중국인 연구참

여자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과 머리

로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낙인과 혐오를 확신했던 경험을 각각

나눠서 살펴본다. 종합적으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한다’고 밝혔

던 경험들은 대체로 방역지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조치거나 유례없

는 사태에서 가능한 시행착오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이었다. 그와 반대로

이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혐오라고 주장한 경험들은 대체로 ‘우한

폐렴’으로 대표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을 감지한 사례들이었

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에 의한 직접적인 혐오 경험은

없었던 편이고, 코로나19에서의 중국인 혐오 담론도 기존의 혐오 연장선

에서 보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 지점에서 연구자의 논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

를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Ⅳ장의 논의로 연결된다.

Ⅳ장 ‘중국인 유학생 혐오 분석’은 코로나19 전후 흐름 속에서의 중국

인 혐오의 특징과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혐오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중국인 혐오 현상을 들여다본다. 다음,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주요하게 언급했던 ‘직접적인 혐오 없음’이란 경험을 연구자의 시각으로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해석한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한국인 연구참여

자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 사회에 중국인 혐오가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이 크게 ‘편견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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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그리고 ‘코로나19에 관한 비난’으로 구성되었음을 서술한다. 다음으

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혐오 경험이 대체로 한국인 앞에서

는 존재를 드러내지만 중국인 앞에서는 ‘투명망토’를 입는 혐오자들 특성

때문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혐오보다 설전으

로서의 혐오에 능한 것도 한국 사회 혐오 특징임을 주장한다. 그리고는

중국인과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학생이고 기숙사생으로서 공통 생활반

경을 공유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교류는 오히려 단절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두 집단 관계 양상이 직접적인 혐오를 드러내기에 제한적

인 환경이었음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 새롭게 부상한 중

국인 혐오 특성으로 ‘역겨움’의 성질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혐오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공존하는 상태이자 ‘역겨움’이 ‘증

오’로 전환되기도 하고 기존의 ‘증오’가 더욱 부각되기도 한 ‘역겨움’과

‘증오’도 공존하는 혐오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중국인이 한국에서 늘 평균 이하의 이미지로 각인

되어 왔고, 그 과정에 한국인은 중국인을 동등한 ‘위치’가 아닌 정치경제

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하등한 존재로 낮춰보며 경멸하는 태도를 고수

해왔다고 분석하며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신인종주의의 체현임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는 표현들로

부터 ‘microaggression’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편견과 혐오표현가 언제든

지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리고 두 집

단 사이의 대면적 상호교류의 부재는 결국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혐오표현이 만연한 인터넷에 머물게 하므로 서로 간의 입장 대립을 인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그 경계선에 다가가고자

하는 인내심과 노력을 중국인 혐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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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

1. 봉쇄 또는 '반'봉쇄

2020년 1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

(武漢市)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이 전염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었다. 우한으로부터 연일 전해지는 발병 소식도 소문에 무게를 실어주었

다. 18일, 19일 두 날의 확진환자만 136명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27).

공포와 불안이 중국을 서서히 덮쳐왔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중국 전문가들은 질병의 전염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

다28). 그러나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

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이 날 중국 측의 분석이 부적절한 판단이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초기 판단의 실책은 2020년 1월 우한 내지 중

국 각 지역으로의 대규모 확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때는 중

국의 제일 큰 명절 춘절을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코로나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는 중국내 경제학자들로부터 ‘중국

경제의 지리적 중심’이라고 불릴 만큼 후베이성을 비롯한 중국 중부 지

역의 중심 도시이면서, 양쯔강(揚子江 또는 長江)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29)으로 인해 중국 내 30개 가까이 되는 중심 도시들과 ‘반나

절 생활권(半天生活圈)’30)을 구성하는 교통 요충지이다(孙传明, 周文静

2020: 74). 우한시 통계국(武漢市統計局)이 제시한 2020년 통계연감(统计

27) 新京报, 2020.01.20., “武漢新確診新型冠狀病毒肺炎136例,” <https://www.bjnews.com.

cn/detail/157946160414971.html>.
28) 财新网, 2020.01.20., “钟南山：新型冠状病毒肺炎‘肯定人传人’,” <https://www.caixin.co

m/2020-01-20/101506465.html>.
29) 중국 우한시 홈페이지, “우한의 지역 특성(한국어 버전),” <http://korean.wuhan.gov.

cn/wh_hanyuwz02/wh_hanyuwz026/202003/t20200316_951739.shtml>.
30) 우한시를 중심으로 고속철도(高铁) 혹은 둥처(动车)를 타고 8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도시들과의 구성을 ‘반나절 생활권(半天生活圈)’이라고 본다.

https://www.bjnews.com.cn/detail/157946160414971.html
https://www.caixin.com/2020-01-20/101506465.html
http://korean.wuhan.gov.cn/wh_hanyuwz02/wh_hanyuwz026/202003/t20200316_95173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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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鉴)에 의하면, 2019년 말 우한시의 호적인구(户籍人口)는 906.40만 명

이지만 상주인구(常住人口)는 1121.20만 명으로 전 해에 비해서도 13.1만

명이 증가했다31). 또한 2019년 한 해의 여객 운송량은 25370.77만 명, 여

행 총 인수는 31898.31만 명으로 조사되었다(武漢市統計局 2020: 3~5).

즉, 우한시는 거주 인구가 천 만을 넘는 동시에 유동인구도 많은 대도시

라는 것이다. 우한시의 이 같은 특징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다른 지역으

로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코로나19가 중국을 휘몰아치기 시작한 때는

하필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다.

1월 20일 저녁, 관영방송 CCTV(China Central Television, 中國中央電視

臺)에서 SARS 사태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중난산(鐘南山) 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전염되는 전염병이라고 공표하기32) 전까

지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고, 외지에 나

와 있는 사람들은 설을 쇠기 위해 너도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

과 모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설 전 15일부터 설 후 25일까지 총 40일을

계산하는 ‘춘절 대이동(春運·춘윈)’은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도 인구유동

량이 제일 많은 기간으로 손꼽히는데, 통계조사에서 2019년의 연인원 발

송여객(發送旅客)은 30억 명으로 집계되었고33), 그 중에서 우한시의 발

송여객은 1530만 명 좌우로 집계되었다34). 전염병이 확산되기 너무나 좋

은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의 어는 국가보다도 코로나19 방역에서 강력한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아파트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아파트 전체를 봉

쇄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 자체

31) 우한시 통계국(武漢市統計局) 홈페이지: <http://tjj.wuhan.gov.cn/>.
“2020년 우한통계연감(武漢统计年鉴)” 링크: <http://tjj.wuhan.gov.cn/tjfw/tjnj/>.

32) 央視新聞, 2020.01.21., “白巖鬆八問鍾南山：新型冠狀病毒肺炎，情況到底如何？”, <htt

p://m.news.cctv.com/2020/01/20/ARTIpzG9gFnLXsE7amZvU9MY200120.shtml>.
33) 新京报, 2019.03.01., “交通運輸部：春運期間全國發送旅客近30億人次,” <https://www.

bjnews.com.cn/detail/155139662214746.html>.
34) 长江日报, 2019.01.16., “2019年春运下周启幕 我市预计发送旅客1530万人次,” <http://w

ww.wuhan.gov.cn/zwgk/xwfbh/202003/t20200316_971757.shtml>.

http://tjj.wuhan.gov.cn/
http://tjj.wuhan.gov.cn/tjfw/tjnj/
http://m.news.cctv.com/2020/01/20/ARTIpzG9gFnLXsE7amZvU9MY200120.shtml
https://www.bjnews.com.cn/detail/155139662214746.html
http://www.wuhan.gov.cn/zwgk/xwfbh/202003/t20200316_97175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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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봉쇄하고 ‘전시상태(战时状态)’35)를 선포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최초

발현 국가로서 하나의 케이스도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기에 경각심을

높게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게도 첫 ‘봉쇄’는 결코 쉽지 않은 결

정이었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공표하고 이틀이 좀 지난 2020년 1월 23일 새벽

2시경, 우한시 코로나19 방역 지휘부(武汉市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

防控指挥部)에서는 도시 봉쇄 결정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36).

우한시 코로나19 방역 지휘부 통지 (제1호)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바

이러스 전파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확산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인

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을 알립니다.

2020년 1월 23일 10시부터 도시 전체 버스, 지하철, 페리, 장거리 여객

선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시민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한에서 떠나지

말고 우한을 떠나는 공항, 기차역 통로를 임시 폐쇄합니다. 회복 시기는

별도로 통지합니다.

시민과 여행객들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한시 코로나19 방역 지휘부

2020년 1월 23일

첫 번째로 봉쇄된 지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우한시였다. 통지에서는

‘봉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우한에서 도시 밖으

35) 코로나19에 따른 ‘전시상태’는 2월 12일 후베이성 스옌시(十堰市)에서 처음으로 시행

해 강도 높은 방역과 관리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역사태에서의

‘전시상태’는 법적으로 규정한 ‘전시상태’와는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环球时报, 2020.0

6.17., “什么是疫情防控‘战时状态’？专家：与法律规定“战时状态”有很大差别,” <https://

mil.huanqiu.com/article/3ygWGohHgaO>.

한편, 중국 내에서는 ‘전시상태’를 빈번하게 선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있다

(新华每日电讯, 2021.01.16., “滥用‘战时状态’不利于抗疫大局”, <http://www.chinanews.

com/gn/2021/01-16/9388759.shtml>.
36)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20.06.07.,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 <http://

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37) <http://www.gov.cn/xinwen/2020-01/23/content_5471751.htm>.

https://mil.huanqiu.com/article/3ygWGohHgaO
http://www.chinanews.com/gn/2021/01-16/9388759.shtml
http://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http://www.gov.cn/xinwen/2020-01/23/content_54717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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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 모든 교통통로를 폐쇄하고 교통수단의 운행을 중지한다는 점

에서 봉쇄가 아닐 수 없었다. 해당 소식은 각 부문의 매체와 SNS를 통

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겨울이라 밤은 더 길었고 날씨는 싸늘했다. 통고가 올라온 시간은 대

부분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누군가는 아침에 눈을 떠서야

도시가 봉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는 지인의 연락을 통해 소

식을 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만의 인구가 북적거리며

살던 도시가 곧 봉쇄된다는 사실이었고, 신중국 건립 이래 시행된 사상

초유의 결정 아래 곧 ‘갇히게’ 될 그들이 직면한 공포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다. 통지가 뜨고부터 통지에서 명시한 오전 10시가 다가오기

까지의 8시간 동안, 적막이 드리워야 할 우한시는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장강하: [우한] 봉쇄되던 그날…, 그 전날 밤에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모멘트(朋友圈)[중국 소통 앱 위챗

(WeChat) 기능]에서 이 소식을 보게 됐어요. 보고 진짜 놀랐어

요. 왜냐하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봉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서 순간 멍하더라고요.

연구자: 전에 예고 같은 게 없었던 거죠?

장강하: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새벽에 공표한 거였어요. 그래서 늦게 잔

친구들은 이미 본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주

고… [중략]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소식을] 봤어요. 부모님한테

여쭤보니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연구자: 그럼 언제 도시가 진짜로 봉쇄된다는 느낌이 들던가요?

장강하: 그 당일에요. 왜냐하면 그 날 8시인가 10시인가, 어쨌든 그 날 오

전에 정류소랑 공항 닫는다고 했고 12시쯤에는 고속도로를 닫았

어요. 그때 제 형이 아직 우한에서 출장 중이어서 제 외삼촌, 그

니까 형 아버지가 형을 데리러 왔어요. 형 집이 후베이 [다른 도

시]에 있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형 아버지가 소식을 보고 밤

새 차를 몰고 와서 아침 일찍 형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

서 그 날 아침에 제일 실감났던 게 저희 가족이 모두 형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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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7시, 8시쯤에 계속

형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꺼졌었던지,

어쨌든 그 전날에 호텔 찾는 것도 시간 엄청 걸리기도 했고…

그래도 12시 전에,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나갔어요. [후베이 다

른 도시도 점차 봉쇄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돌아갔으니까요. 어

디도 안 가고, 원래 설 쇨 때이기도 했고요.

연구자: 첫 날에 어땠어요? 그래도 우한이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봉쇄

된 도시였잖아요.

장강하: 네, 그 날 오전에 먹거리 없을까봐 걱정돼서 아버지가 아침 일찍,

소식을 본 후에 주변에 있는 채소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왔어

요. 그날에 엄청 많이 장 봐 왔어요. 거의 노점상(摊贩)을 비우

는 정도였어요. 긴 연근을 다 사왔어요. 그때 차를 가지고 온 사

람들로 아니면 그냥 걸어서 온 사람들로 채소 시장 문 앞이 엄

청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먹거리를 쟁취해야 하니까요.

연구자: 봉쇄되던 날에 다음 학기에 한국에 오지 못할 걸 예상하셨나요?

장강하: 아니요. 그 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략] 우한이 안

좋아지면 저도 갈 수 없으니까요…

기사에 보도된 우한시 일선관료 양흠(梁鑫)씨의 인터뷰 내용38):

저는 이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장한 순간이었고, 또 설날

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00만 명의 도시가 그렇게 봉쇄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온갖 방

법을 다 동원하여 길을 다투어 질주하였고, 남은 사람들은 이 도시와 생

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떨립니

다. [중략] 도로, 고속도로, 공항, 고속철도…, 모두 이 시간에 인파가 몰

려들었습니다. 특히 도로와 고속도로에 많은 자가용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일단 우한을 나오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중략] 23일 새벽에 통지를

했는데, 전에 아무런 예고 소식도 없이 직접적인 통지 형식으로 공포했습

니다. 그러나 통지부터 정식 폐쇄까지 8시간이 비어서, 이 시간에 많은

38) 第一财经, 2020.03.15., “时代的尘埃：一位武汉基层官员眼中的封城之前八小时,” <http

s://www.yicai.com/news/100548961.html>.

https://www.yicai.com/news/1005489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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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중국철도우한국(中国铁路武汉局)에서는 수치를 통해, 봉쇄 하루 전인

22일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우한시를 빠져나갔고 23일

정각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적어도 251편의 열차가 발송되었다고 발표하

였다39). 배, 선박이나 비행기까지 합친다면 30만 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

다. 양흠씨는 인터뷰에서 돌이켜봤을 때 봉쇄 전 8시간 동안 ‘마지막 티

켓’을 거머쥐고 우한을 빠져나간 것이 그 개인에게는 행운일지도 모른다

고 했다. 우한에 남겨져야 했던 사람들 중에는 교차 감염이나 의료 자원

의 부족으로 인해 병을 앓거나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이때 우한을 급히 빠져나온 사람

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1월 26일 저녁, 우한 시장이

방역 업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500만 명이 우한시를 떠났고

900만 명이 남아있다고 밝혔는데40) 시민들은 우한을 떠난 사람들로 인

해 질병이 더더욱 확산될까봐 두려워했었다.

우한을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

사가 되었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사람에 대한 의심이 날로 중국을 덮

쳐갔다.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서 제공한 이동 수치를 봤을

때, 우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향한 목적지는 후베이성의 다른

도시들이었다41). 1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유동 인구량이 제일 많은

39) ibid.
40) ibid.

한편, '500만' 명은 코로나19 때문에 우한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춘절을 맞아 '정

상 이동'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2020년의 춘절과 날

짜가 비슷하면서 시기도 제일 근접한 2017년의 춘절 이동 수치와 비교해봤을 때 470

만 명 정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23일 0시부터 10시까지의

유출인구수가 22일 하루 전체 이동인구수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우한을 급히 빠져나간 사람들은 30만 명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澎

湃新闻·澎湃号·湃客, 2020.01.28., "学术视角告诉你：500万武汉人是'逃离'还是'正常离开

',"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654383>.
41) 澎湃新闻, 2020.01.28., "学术视角告诉你：500万武汉人是'逃离'还是'正常离开'," <http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65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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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0 도시들의 나열에서 앞의 10자리를 차지한 것도 후베이성의 도시

들이었다. 압도적인 차이였다. 그리하여 우한의 봉쇄를 기점으로 후베이

성의 다른 도시들도 차례로 봉쇄 조치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어저우시

(鄂州市) 같은 경우는 봉쇄 시간이 우한과 1시간 20분밖에 차이나지 않

는 오전 11시 20분이었다42).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지 2-3일 만에 봉쇄 결정을

내린 것은 사태 대응 방면에서 늦은 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봉쇄는 어

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들의 일상생활

과 업무에도 큰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활동 범위를 제한해두는 것은 '자유'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

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

의 제도의 우세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봉쇄43) 조치를 내릴 수가 있었

다.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 도시들에게만 봉쇄 조치를 실시한 것도 아

니었다. 후베이성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기는 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춘

절을 맞아 사람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기에 우한의 봉쇄가 실

시될 당시에도 전국 각지에서 확진사례가 보고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후

베이성 밖의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유사 봉쇄 조치를 취하였다. 연구자

는 이를 '반'봉쇄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반'봉쇄는 1월 23일부터 29일까

지 중국 각 성에서는 발동한 성급 1급 중대 공중보건 비상사태(重大突发

公共卫生事件省级一级应急响应)에 의한 결과였다44).

중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45)는 사건의 성질, 위험정도, 관련된 범위에

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654383>.
42) 新京报, 2020.01.23., "'封城'当日，10小时至少251列车离开武汉," <https://www.bjnew

s.com.cn/detail/157978826915695.html>.
43)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건들에서는 '봉쇄(封锁)'나 도시 봉쇄를 의미하는

'封城'과 같은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대응 중국

행동(백서)[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
44)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20.06.07.,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 <http://

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45) 중국에서의 '공중보건 비상사태(突发公共卫生事件)'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사회 대중

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전염성 질병, 집단적인 원인 불명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5654383
https://www.bjnews.com.cn/detail/157978826915695.html
http://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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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특별히 중대한 사건은 1급으로, 중대는 2급, 비교적 큰 사건은 3급,

일반적인 사건은 4급으로 구분한다46). 코로나19는 비상사태 중에서 가장

엄중한 ‘특별히 중대한 사건’인 1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중국은 2006년

2월 26일에, 각종 긴급 공중보건 사건과 그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통제 및 해결하며, 응급 처치를 지도하고 규범화하

여, 공중보건 사건이 대중의 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심신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비상

사태 응급대응 예비안(《国家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预案》)』을 발표하였

었다(孔建斌 2020). 본 대응방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중보건 비상사

태 대응전략을 서술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휘권한도 중국 중앙정부에

속한다.

그러나 전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앙정부에서 속속들이 지휘하기란 불

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각 성급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 아래 자체 상

황에 밀착하는 대응방안을 실행하여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그

것이 바로 성급 공중보건 비상사태이다. 성급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방

안은 국가적 대응방안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성

에 따라서는 보다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47).

우한시와 후베이성 외의 도시들을 비교했을 때, 연구자가 '반'봉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주요하게 다른 도시들은 도시의 모든 출입 통로와

교통수단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베이성 외에서는 항

공편이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출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완전한' 봉쇄라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연구자도 연구자가 있었던 도시48)에

질병, 식사와 직업 중독 및 기타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을 일컫

는다(孔建斌 2020).
46) 百度百科, “突发公共卫生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7%AA%81%E5%8

F%91%E5%85%AC%E5%85%B1%E5%8D%AB%E7%94%9F%E4%BA%8B%E4%B

B%B6/9147955>.
47) 人民网, 2020.03.02., “多地下调疫情应急响应等级，一级与四级有哪些区别？” <http://s

citech.people.com.cn/n1/2020/0302/c1007-31612451.html>.
48) 연구자의 본가는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연길시에 위치해 있다. 연길시 인민정부는

2020년 1월 29일에 "연길시 코로나19 방역작업 령도소조 1호 공고"를 공지하였다. <h

ttp://www.yanji.gov.cn/zw_2497/tzgg/202001/t20200129_120298.html>.

https://baike.baidu.com/item/%E7%AA%81%E5%8F%91%E5%85%AC%E5%85%B1%E5%8D%AB%E7%94%9F%E4%BA%8B%E4%BB%B6/9147955
http://scitech.people.com.cn/n1/2020/0302/c1007-31612451.html
http://www.yanji.gov.cn/zw_2497/tzgg/202001/t20200129_120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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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급 대응조치를 통지한 이후 한국으로 입국했고, 연구자의 친척들은

자가용으로 성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집' 밖의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 아니었고 작은 슈퍼나 매점을 제외

한 대형 공공장소들은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봉쇄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었다.

연구자 가족은 외가 친척들과 섣달 그믐날을 보내기 위해 1월 24일 중

국 길림성 도문시에 있는 작은 이모 집에 모였다. 명절을 쇠면서도 친척

들은 모두 코로나19의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고 베이징에

서 설을 쇠러 온 큰 사촌오빠에게 “괜히 와서 고생”이라고 걱정을 내비

쳤다. 남쪽 도시에 거주하는 둘째 사촌오빠 부부는 결국 오지 못했었다.

25일 설날 당일, 연구자 가족은 연구자의 집에서 친가 친척들과 설을 보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던 아버지는 이번 설은 모이

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연구자가 기

억하기에 춘절에 친가 친척이 전혀 모이지 않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

다. 연길시에서 1호 공고가 올라온 날과 동일한 날에 연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가 게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막기 위해 [서문, 북문은 폐쇄하고] 대

문만 열어둡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사절하고, 거주자들은 출입 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설 연휴였지만 사람들은 친척들과의 만남을 모두 취소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단지도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 끝날 지도 모른 채 기약 없는 기다림과 인내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설을 쇠고자 중국으로 돌아간 장민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장민 : 음력 정월 초이틀[26일]에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그날 저녁

부터 정부에서 각종 문건을 공지하면서 외출을 금지한다고 했어

요. [중략] 원래 초이틀부터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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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일주일 반 동안, 열 며칠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한국

에 돌아올 때까지 줄곧 있었어요. 제가 2월 7일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열 며칠을 있은 거죠.

2월 18일, 중국의 신규 퇴원환자가 처음으로 확진환자를 넘어서면서

확진수가 전국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후베이

성과 베이징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비상사태 단계를 낮추고 통행 제한

을 해지하였으며, 3월 6일 본토 확진 사례는 100명 이하로, 11일은 한자

리수로 내려갔고, 18일에는 처음으로 본토 확진환자 0명을 기록하였고,

25일부터 우한시를 제외한 후베이성의 관리통제도 점차 해제한 후 건강

QR코드(绿码)를 돌입하였고, 4월 8일 우한시도 76일간의 봉쇄를 해지하

고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49).

2. 바이러스 습격이후 입국의 어려움

본 절에서는 설 쇠러 중국에 들어갔던 중국 유학생들이 ‘반’봉쇄 상황

을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

술한다. 우선 코로나19 초기 입국 정책이나 격리 방침 그리고 학교 측

대응방안 등이 불완전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한국으로의 재입국 길이 얼마나 불안정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후베이성 여권 소유자들의 입국을 금지함으로 인해 결국

다른 유학생들보다 한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후베이성 출신 유

학생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서술할 것이다.

1) 어려운 한국으로의 (재)입국 길

역사학자 배시퍼드(Alison Bashford)에 의하면 19세기든 21세기든 전

49) 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20.06.07., “抗击新冠肺炎疫情的中国行动(白皮书),” <http://

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http://www.gov.cn/zhengce/2020-06/07/content_55177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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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관리는 항상 공간적 영향을 미치고 예방, 감소, 근절의 공간적 수단

을 사용하였다(2007: 1). 질병 예방은 지정학적으로 종종 민족주의

(nationalism)와 주권 영토의 치안 유지와 연결되어 작동되었는데, 19세

기 초부터 해양과 육지 경계는 선박과 동물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교환의

상품들을 조사하기 위해 긴밀하게 규제되는 장소였다(ibid: 6). 그러다 19

세기 유럽에서의 국민국가(nation-state) 출현, 식민지 확장 그리고 관료

화된 행정정부 등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질병 또한 사람들의 신체

(body), 신분(identity), 서류(documents)에 대한 국경 점검을 통해 검사

되었다(ibid: 7). 여권과 비자 같은 신분 서류가 없던 시기에는 질병이 없

다거나 질병이 없는 마을 또는 지역에서 왔음을 증명하는 건강 서류가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와 같은 건강 서류를 포함해 몸에 나타나는

전염성 질병의 증상 여부 그리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조치를 했는

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중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방역조치도 이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중국의 국가이민관리국(国家移民管理局)은 2020년 1

월 29일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조치를 실시한 국

가들의 리스트와 관련 내용에 대한 첫 번째 안내를 게시하였다50). 본 자

료에 의하면, 북한이 1월 27일에 제일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입국금지

를 내렸고, 필리핀은 이튿날인 28일에 중국인에 대한 현지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다. 싱가포르는 1월 29일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후베이성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중국인들의 입국과 환승을 금지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입국을 제한을 하지

않고 건강 상태 질문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잇따라 입국 조치를 결정하거나 기존의 조치를 강화

하면서 2월 3일까지 세계적으로 84개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

를 취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2월 2일에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

50) 国家移民管理局, 2020.01.29., "近期有关国家就防控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采取入境管制

措施列表," <https://www.nia.gov.cn/n741440/n741542/c1214251/content.html>.

https://www.nia.gov.cn/n741440/n741542/c1214251/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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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관하여 중국 위험지역

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월 3일에 공표한 후 2월

4일부터 정식 실행하였다51).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우한시를 비롯한

후베이성 전체 지역이었다. 한국은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후

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일체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기존 사증(예: 비

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하였다. 더불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

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알림 (2020.2.3. 법무부)52)

배시퍼드는 질병에 대한 일련의 검사 조치들이 관할 구역

(jurisdictional borders), 크게는 국가적 국경(national borders)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경을 지도에서의 추상적인 선들이 아닌 땅(ground) 위에서의

일련의 실천으로 만든다고 보았다(2007: 7). 확실히 코로나19가 터짐으로

인해 ‘국경’은 보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

다. 유학생들의 경험에서 공항과 티켓은 국경을 상징하는 분명한 물질이

51) 법무부, 2020.02.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https://ww

w.moj.go.kr/moj/2599/subview.do>.
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2.06.,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

ation/1473/subview.do>.

https://www.moj.go.kr/moj/2599/subview.do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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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국경이 의미하는 경계는 비행기 탑승 여부로 체현되었다. 공항에서

의 일련의 ‘특별’ 절차에 대한 분석은 Ⅲ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입국 조치 자체만으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부담

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후베이성 유학생 류수란은 당시 한국에서의 입국

관련 조치 변경에 대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류수란: 2월 3일에 한국에서 14일 내 우한을 경유했거나, 우한에 갔거나,

우한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소유한 자는 모두 입국금지 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행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발급을 중지

한다고 했어요. 2월 3일에 통지해서 2월 4일부터 실행.

연구자: 소식보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류수란: 절망. 처음에 아마 웨이보[중국의 대표적인 SNS]에서 소식을 접

했던 걸로 기억해요. '분투재한국(奋斗在韩国)53)' 같은 계정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봤을 때 믿지 않았어요. 왠지 공식적인 게 아

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위챗 공식 계정이나 중앙뉴스에서 점

차 보도하니까, 그때 느낌이 “끝났다”. “나는 끝났다.” “언제 한

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네.” 그때 굉장히 절망적이었던 게, 제가

직업을 계약했었어요. 1월 달에 1차 서류 전형 통과하고 면접도

통과하고, 원래 2월 2일에 돌아오기로 되었는데 돌아와서 학교랑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리고 비자, 업무 비자로 바꾸기로 되어 있

었어요. 1월 말에 봉쇄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아직 입국금지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봉쇄해서 제가 나갈 수

가 없잖아요. 곧 일하게 될 학교 책임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사실대로 말하고 “제가 갈 수 없게 됐다.”, “언제 들어갈지 모르

겠다.”,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을 채용하는데 폐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믿으시니까 괜찮다고, 원래

개강이 3월이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겠다고 했어요. 3

월이 돼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3월 말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3월에 한국에서 폭발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태 진정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연락드리겠

53) '분투재한국(奋斗在韩国)'은 중국내 최대 한국 관련 사이트로 재한 중국인들이 오락

과 정보 교류를 진행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홈페이지: http://www.icnkr.com/

http://www.icn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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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죠.

류수란은 한국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입국금지 소식을 접했을 때 절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입국금지는 후베이성 유학생들에게 단지 일상생활의 유

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예정됐던 학

업 진도를 따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노력으로 쟁취한 일자리

가 '나'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답답함은 생활의 '

멈춤'이 아닌 '뒷걸음질'로 다가왔다. “나는 끝났다.” 이 말 한마디는 당

시 후베이성 유학생들이 느꼈던 무력함과 절망감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무력함을 후베이성 유학생들만 느낀 것은 아니었

다. 비록 한국에서 2월 3일에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지

만 그 전부터 입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베이성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 전체에 대해 입국금지를 실시하

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

다. 또한 1월 23일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온 후 연일 높은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입장에

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류걸 : 저는 1월 20일에 귀국했어요. 국내에서 먼저 [사태가] 폭발한 후

2월에, 원래는 1월 20일에 귀국해서 2월 3일에 다시 한국 들어오

는 표를 샀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취소돼서 그래서 2월 2일

에 돌아왔어요.

많은 중국 유학생들은 류걸처럼 예정 날짜보다 일정을 앞당겨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언제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지 불안정한 상

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 항공사를 비롯해서 각국의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로 남아 있는 표를 구매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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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슈잉: 후베이를 제한한다고 하니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중국인

의 입국을 금지하지 말아야 할 텐데 [싶어서요]. 원래 2월 말에

돌아오자고 했어요. 기숙사 추가 입주 대상이 돼서 기숙사에 들

수 있을 때 오려고 했죠. 그러면 돈 더 내고 밖에서 지낼 곳 안

알아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만약

에 시간 더 끌면 후베이처럼 들어오지 못할까봐.

후베이성 입국금지 이후 한국에서는 추가적인 입국 조치를 내놓지 않

았다. 그리하여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유학생들은 다행히 한국

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리슈잉 같은 경우 계획보다 보름 가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새 학기가 되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 밖에서 지내야 했다. 이처럼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

로나19 초기 중국 유학생들은 불안정한 현실과 변하는 대응 조치 속에서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연구자: 휴학을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왕팡팡: 잠깐 했었어요. 머리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죠. (웃음) 휴학할까?

아니면 인터넷 강의 들을까? 하고. 그때 아마 인터넷 강의하기

로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할지말지 고민하다

가, 생각해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책이랑 각종 자료들은 여기에

서 [구하기] 편하잖아요,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연구자의 경우, 연구자는 원래 2월 16일 중국동방항공 MU5085 항공편

을 이용해 연길에서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2일 표

를 예매했던 사이트로부터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당시

연구자는 기숙사 거주생으로 한국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마련한 906동 격

리동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새 학

기에도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방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월

1일 동간이동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14일에는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

다. 비록 후에 학교에서 기숙사 입주 시간을 늦췄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일정대로 예정되어 있어서 연구자는 입국 날짜를 앞당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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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구자는 2월 14일의 아시아나항공 OZ352 항공편을 다시 예매했

다. 다행히 이 날 항공편은 취소되지 않았고 연구자는 ‘순조롭게’ 한국에

입국한 후 격리동에 입주하였다. 기숙사 격리동에서의 자가격리에 관해

서는 3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응 초기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인 어느 집단보다 불안정

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사

람들이 곧 있을 3월 개강을 맞아 중국 유학생이 대거 입국하면 한국 방

역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2월 5일 한국 교육부

장관은 1월 28일부터 실시했던 후베이성 방문자에 대한 등교중지 요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중국에서 입국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자율 격

리’ 대상자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는 ‘자율’이 의미하는 정확한 지

침 범주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54). 이러한 배경 속에 2월 16일

교육부에서는 “입국 전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정

적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의 대학 및 지역 확산을 차단”이란 목적 아

래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55)을 마련하였다.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한국 입국 예정일 및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

연되어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들에게 2020년도 1학기 휴학을 권고함

과 동시에 유학생에 대한 자가격리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56). 23일, 교

육부는 24일(월)부터 3월 1일(일)까지 중국인 유학생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하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

치를 내놓았다57).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절반가량인 1만 여

54) KBS 뉴스, 2020.02.05.,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자율 격리’ 지침 혼란…“재정리하겠

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617>.
55) 교육부, 2020.02.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참고자료, 2.16.] 유초등학교 개

학대비 방역강화 계획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방안(안)," <https://www.moe.g

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9753&lev=0&searchType=S&status

YN=W&page=1&s=moe&m=020201&opType=N>.
56) KBS 뉴스, 2020.02.17., "'중국 체류 유학생에 1학기 휴학 권고'…자가격리 강화," <h

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2742>.
57) 교육부, 2020.02.23.,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

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코로나19)," <https://www.moe.go.kr/boar

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829&lev=0&searchType=S&statusYN=W&p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561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9753&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201&opType=N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2742


- 52 -

명이 이 주에 입국하기 때문이었다. 보완조치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인

천공항에는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센터”가 설치되었고 해당 곳에서 중

국인 유학생들에게 “입국 유학생 행동요령” 포스터를 나눠주는 등 유학

생 관리에 힘을 쏟았다58).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반’봉쇄에 처해있었던 중국인 유

학생들의 한국으로의 (재)입국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

시기 후베이성 밖에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제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가 실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비행기표가 잇따라 취소되는 매

일매일 긴장되고 불안정한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 중 입국을 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경

우는 없었는데, 이것은 후베이성 유학생들에 비해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연구자는 두 명의 후베이성 유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후베

이성이 봉쇄된 직후부터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기까지의 그들의 다이내믹

한 ‘입국 분투기’를 그려보고자 한다.

2) 후베이성 유학생의 이야기

연구참여자 중에서 류수란과 장강하는 후베이성 봉쇄로 인해 2020년 1

학기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유학생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

염병이 처음으로 터진 곳에서 이도 저도 못하게 된 후베이성 유학생들이

경험했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다.

장강하는 우한시 사람으로, 1월 10일에 한국에서 우한에 들어간 후 우

한시가 봉쇄됨에 따라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류수란의 집은 우한

시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우한시가

봉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류수란의 도시에도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예견된 순서였다.

age=1&s=moe&m=020402&opType=N>.
58) KBS 뉴스, 2020.02.24.., "中 유학생 안내 창구 인천공항에 설치," <http://news.kbs.c

o.kr/news/view.do?ncd=4387636&ref=A>.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82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763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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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란: 그때 [확진자] 수가 매일 배로 증가했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뉴

스를 봤어요. 매일 배로 증가하는데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저

우리 세 식구는 그냥 집에 있었죠. (웃음) 제 인생에서 진짜 특

별한 경험이었어요. 초이튿날 저녁에 제가 열이 났어요. 저녁 먹

고 엄마한테 나 너무 어지럽다고 했어요. 엄마가 체온을 쟀는데

37도였어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병원에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 병원이 이미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우리 집은

작은 마을에 있는데 그래도 좋은 병원이 있었어요. [중략] 저녁

에 집에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갔을

때 8시 반쯤이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마 5, 6명 정도? 목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아직 핵산검사가 없으니까, 우한만 핵산

검사를 할 수 있었어요. 선별진료만 할 수 있었어요. 의심 케이

스로 볼 수 있지만 확진은 할 수 없는 거였죠. 목 검사 하고 피

뽑고 CT 찍고, 8시쯤부터 12시까지 검사했어요. 결과는 감기 걸

린 거고 그건[코로나] 아니라고 했어요. 병균이 아니라 세균 감

염으로 보인다고. 병원에서 체온 재니까 37.8도까지 올라가서 엄

마한테 나랑 접촉하지 말라고(웃음), 나 혼자 방에 있겠다고. 근

데 그때 의사선생님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해서 좀 안심이 됐어

요. 다행히 그날 약 먹고 다음날에 나았어요. [중략] 진짜 운이

없다고 생각됐어요. 학업도, 그때 학교에서 아직 인터넷 강의할

지 말지 정하지 않았고, 기숙사에서는 만약 제가 기숙사에 살지

못한다면 짐을 다 빼야 한다고 통지했어요. 제가 진짜, 기숙사에

서 저를 찾지, 학업에서는 도대체 휴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하지 못했고 휴학하면 비자가 효력을 잃으니까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그리고

일자리도 잃었죠, 집에서도 봉쇄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는 정말로 짜증났어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나한테만 이러

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숙사 측에서는 류수란에게 임시퇴거 방식

으로 방과 짐을 그대로 둘 수 있게 방침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짐 문제가 해결되어 한 시름 놓게 되었을 때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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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한다고 통지하면서 학업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게 되었다. 류수란은 어쨌든 학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었고 학과

교수님들께서 감사하게 학기의 수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주

셔서 나머지 시간은 안심하고 집에서 보내자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후베이성이 봉쇄된 후 류수란은 매일 불행과 행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했다.

류수란: 저는 행운인 편이었죠. 가족들이 감염되지도 않았고 우한의 친구

들처럼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갔는데 자리가 없다거나 하

는 패닉을 겪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의료자원도 부족하지 않았고

요.

장강하의 경우에는, 필요한 수업은 모두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류수란

과 같은 휴학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휴학을 하면 비자

등 서류 변경이 복잡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장강하는 집에서 자

료를 찾아가며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쉽지만은 않

은 일이었다.

장강하: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중국에서 수업 보면 된다고 해주셨어요. 대

학논문 연구 수업 자체가 [인터넷 강의랑] 상관없이 교수님께 보

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죠. [중략] 한

국의 7,80년대 조서들은 볼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 있으니까 학

술지 같은 거 찾아보고 다른 영어 참고문헌 찾아보고 [불편한

점도 당연히 있었죠] …

후베이성과 우한의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도 점차 일상

으로 복귀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와야지 유학길이 정상화

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앞에

는 새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이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를

8월 10일에 해지하였는데59), 이는 제일 마지막에 봉쇄가 해제된 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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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보다 4개월 후에 내려진 조치였기 때문이다.

장강하: 그때 제일 길어서 4월, 5월에는 다 괜찮아져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8월이 돼서야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할 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류수란: 저로서는 무조건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기말리포트 제출하고

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수없이 검색하고 찾아서 결국 방법

을 찾아냈어요. 여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후베이성에서 발급

받은 여권을 보지 호구[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중국의 신분증]60)를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방법을 찾고 엄청 흥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죠. 어디에 가서 여권을 바꿔야 하나? 여러

도시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도시에서는 임시거주증명(暂住证)

이 있어야 하고 그 도시에서 반년 이상 생활 했어야 여권을 발

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료를 막 찾았죠. 그러다 광둥

성! 외지 인원이 많은 이 큰 성의 정책은 아주 개방적이란 걸

알게 됐어요.

9월 가을학기 류수란은 논문자격시험을 치르고 논문 관련 발표를 해야

하는 등 중요한 업무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기숙사에서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원래 방에 있던 짐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한

류수란은 망설임 없이 광둥성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많

은 후베이성 유학생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했

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행정처에 문의해 받은 증명과 지도교수의

인장까지 모두 준비해 광둥성으로 향했는데 광둥성에서는 이에 대해 별

다른 요구 없이 여권을 발급해줬다. 류수란은 7월 6일에 도착해서 8일에

여권을 신청하였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5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08.10.,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
60) 호구에는 출생지와 가족관계가 적혀 있다.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3/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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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하도 류수란과 비슷한 방법을 모색했다. 당시 어차피 우한시에서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14일 정도

머물다 출국하는 비행기를 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장강하는 7월

중순쯤에 친척이 살고 있는 다른 도시로 향해 그 곳에서 새로 여권을 발

급 받았다. 후베이성에 대한 제한이 풀린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름 방학이 되

기도 전부터 한국으로의 입국을 준비하였다.

장강하: 5, 6월부터 우한이 기본상 괜찮아져서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

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국에서 후베이성에 대해 개방하

지 않아서… [중략] 저는 베이징시에서 떠나는 9월 11일의 표를

구매했어요. 6월 말에 표를 샀는데 그때 9월 11일의 표밖에 없었

어요.

류수란: 7월 초였는데 9월의 표를 예매해야 했어요. 그것도 9월 25일의

표를 구매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일단 사, 먼저 사고 나중에 다른

날짜 있으면 변경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후에 변경

하고 변경해서 9월 11일로 됐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이제 한

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날만 세고 있던 류수

란에게 또 새로운 문제가 들이닥쳤다. 중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정

기관에서 48시간 이내에 받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된 핵산검사 결

과지를 제출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류수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름동안 뛰어다녔다. 그런데 8월에 한국에서 후베이성 입국금지를 풀면

서 이 같은 입국 조건도 같이 취소되었다. 중국의 형세가 안정적이니 핵

산검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정력과

비용을 지출하였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류수란은 상당한 허

탈함을 느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또 다시 한국

입국 후 격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새로운 고민을 해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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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란: 에어비앤비 민박집에 하나하나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자가격리해

도 되는지요. 한 집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기로 결정했

죠. 주인도 좋았어요. Ok, 그럼 이제 비행기표도 있고 여권도 괜

찮아졌고 집도 찾았으니 돌아올 준비를 했죠. 되게 행운스럽게도

비행기표가 또 앞당겨져서 9월 4일로 됐어요. 논자시가 9월 말이

었는데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외국인등록증이 9월 30일까지여서

(웃음). 그날 오전 9시 비행기였는데 아침 5시에 나갔어요. 우한

은 여전히 안 돼서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야 해서 전날에 미리

가서 공항 근처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각종 동의서 작

성하고 앱 다운하고, 12시 반에 인천에 착륙했는데 3시 반이 돼

서야 공항에서 나왔어요. (웃음) 그때도 진짜 불안했어요. 방역

고글 쓰고 긴팔, 긴 바지 입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방호복 입었

었어요. 그리고 저녁 6시 반쯤 돼서 격리할 집에 도착했어요.

2020년 여름방학에도 기숙사에서는 격리 시설을 운행하였었다. 초기와

마찬가지로 906동과 호암교수회관을 격리 시설로 선정하였다. 류수란에

게 왜 기숙사 시설에서 격리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학교 시설은 8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그러려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한국에 입국해야 했던 것이다. 그녀가 한국에 입국한 9월

4일도 수차례의 변경 끝에 제일 빠른 날짜로 잡은 것이기에 학교에서 운

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격리 시설을 제공해주고 있었지만 문제는 가격이

었다. 류수란은 한국에 먼저 들어온 친구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정부

측에서의 격리 비용은 대략 14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든다는 사실을 알

았고 그러면 민박집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

다. 실제로 그녀는 15날의 민박집 비용으로 62만원을 지불하였다. 더욱이

종량제 봉투나 비누 같은 필요한 생활용품은 다 마련되어 있는 가정집

같은 원룸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갈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불편한 것 없이

편안하게 지냈다고 하였다. 물론 배달도 가능했고 말이다. 장강하의 상황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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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하: 공항에서 좀 긴장했지만 괜찮았어요. 앱 설치하고, 다들 친절하셨

고요. 근데 한 가지, [격리]집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

에어비앤비에서 정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간이 안

맞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너무 비쌌어요. 학교 것도 100만원

정도였는데 제가 밖에서 구한 건 방세가 55만 원이었어요. 음식

은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로 비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배달시키다가 나중에는 그냥 채소 같은 거 주문해서 해서

먹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건을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

래서 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들은 14일간의 격리까지 모두 마치고서야 드디어 학교에 돌

아올 수 있었다. 후베이성 유학생으로서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던 지난날

에 대해 류수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류수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중국이 전반전 치르고, 세계가 후반전 치르

고, 유학생들은 전후반전 모두 치른다고. (웃음) [중략] 정보 교

류 위챗 단톡방이 있어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휴학을

했거나 금방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서로 물어요.

“오늘 후베이성 봉쇄가 풀렸나요?” “후베이 사람들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오늘 대사관에 전화한 사람 있나요?” 봉

쇄가 풀린 후에는 또 “표 샀나요?” (웃음) 다 이런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솔직히 [혐오 담론에 대해] 이해는 해요.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딘지는 확인할 순 없지만, 확실히 우한에서 폭발했으니까요.

우한의 폭발과 사람들의 유동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중략]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동의하

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인간적(人性)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예

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

았을 때, 이런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엄청 심각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국가와 사람들을

매도하는 건(谩骂) 저는 굉장히 선량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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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분들,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이 아닌 다른

성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후베이를 말하는 것도 모두 선량하

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생각돼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태 초기만 해도 누구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

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장강하와 류수란 역시 우한과 후베이성이 봉쇄

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의 입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예될지 몰랐다

고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먼 땅에서 시시각각 학교와 기숙사 측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며 자신의 상황을 조절해나갔다. 무엇보다 예상보다

한국에서의 입국금지가 빨리 풀리지 않아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적어도 연구자와 면담할 당시 그들은 다시

예정됐던 일상으로 돌아와 본연의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나

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

다음 3절에서는 다시 코로나19 초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로 되돌아오고자 한다. 앞서 내용에서

는 입국 전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3절에서는 입국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의 평탄치 않았던 14일간의 자율 격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

펴볼 예정이다.

3. 한국에서의 14일간의 자가격리 실천

‘자가격리’는 일반적으로 전염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코로나19

초기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가 일종의 문제로 등장한 것은 그들은 한국

에 ‘자가’, 즉 격리를 할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3절에서 연구자는 코로나

19 초기 ‘집이 없는 자’들의 자가격리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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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성과 강제성 사이

한국에서는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

리 의무화를 시행하였다61).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는 3월 31일 홈페이지

공지란에 한국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공표했

다고 게시하였고62), 4월 14일에는 격리 규정을 위반했을 시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다63). 코로나19 초기 중국인에 대

한 자가격리가 역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

리를 ‘강하게’ 권유하였었고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1일 1체크’

관리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울대학교 관악생활관

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전용동을 내줌으로써 ‘의무적’ 자가격

리를 실시하였다. 무조건적인 강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발적

인 결정도 아니었던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들의 14일간의 자가격

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앞서 언급했던 리슈잉의 이야기부터 계속해보자. 리슈잉은 원래 기숙

사 거주자였지만 2019년 12월의 신청에서 그녀는 확정이 아닌 대기자로

밀려났다. 그녀가 신청한 글로벌동은 19년 9월에 개관한 이후 시설이 좋

다고 소문이 나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었다. 3월 개강까지 시간이

있었고 겨울방학 내내 중국의 본가에 가있을 예정이었기에 리슈잉은 집

에 가기 전 살고 있던 호실을 완전 퇴거한 후 짐을 다 챙겨서 귀국했다.

그리하여 그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앞당겨 한국에 입국했을 때 기

숙사 격리동에 들 수 없었던 것이다. 기숙사 격리동은 퇴거하지 않은 입

주자에 한해서 운영되었고, 비록 추가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그건 3월

부터 유효한 신규 입주자로서의 자격이었다. 결국 리슈잉은 에어비앤비

61) 행정안전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

ontSeq=1699>.
62)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 2020.03.31., “提醒：4月1日起，所有入境韩国人员需

隔离14天,” <http://kr.china-embassy.org/chn/lsfw/lstzhtx/t1763942.htm>.
63)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 2020.04.14., “温馨提示：请遵守韩国隔离规定,” <htt

p://kr.china-embassy.org/chn/lsfw/lstzhtx/t1769537.htm>.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ontSeq=1699
http://kr.china-embassy.org/chn/lsfw/lstzhtx/t1763942.htm
http://kr.china-embassy.org/chn/lsfw/lstzhtx/t176953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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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격리 장소를 구한 후 함께 입국한 친구와 둘이서 대학동에 있는 고

시원 같은 원룸에서 ‘긴’ 격리를 시작하였다.

리슈잉: 우리 둘이 먼저 자가격리를 하자고. 그때는 지금처럼 엄중하지

않아서 무조건 격리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희는 우리가 해야 한

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지는 거고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스스로 합리적

인 격리기간을 가졌어요. 2주 격리하면 마침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게 정했죠. 비행기 티켓도 사고 머물 곳도 정하고. 그런데 학

교 측에서 갑자기 입주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통지했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내 돈” (웃음). 밖에서 더 살아야 하잖아요. 밖에

서 격리 하면서 자주 나갈 수도 없고 뭐든지 다 인터넷으로 사

야 하는데 여기 인터넷이 싼 것도 아니고. 야채, 과일 등등… 그

래도 어쩔 수 없었죠. 그냥 그래야죠. 그리고 거기서 둘이서 진

짜, 야, 거기서 21일을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웃음). 너

무 답답했어요. 다행히 친구가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둘이

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대학교는 개강을 2주일 연기했고 기숙사는 새 학

기 입주를 예정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7일(토)로 연장하였다. 그로 인

해 리슈잉의 원룸 격리 생활도 일주일 더 추가되었다. ‘자가격리’ 3주차

에는 한국에서 사태가 확산되어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이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지만 앞

선 2주차에도 리슈잉은 신선하고 싼 과일과 채소를 사러 가끔 나가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편의점에 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

가격리 안전보호 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 방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즉

시 기록이 뜬다. 그러나 2월에는 위치 측정 관리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자가 만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기숙사생이기 때문에 기숙사 격

리동에서 격리를 거쳤다. 그러나 리슈잉씨처럼 입국 당시 기숙사에 살지

않아 밖에서 따로 격리 장소를 알아봐야 했거나 아니면 자취방에서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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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가격리를 마친 유학생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학교 관리 밖에 있는 유학생들이 성실하게 자가격리를

하느냐”에 대한 의혹도 많이 불거졌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제 기숙사 906동에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중국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구자가 처음으로 기숙사 격리 소식을 접한 것은

서울대 중국 유학생들의 위챗(WeChat) 단톡방에서였다. 중국인 유학생

위챗 단톡방은 한국 생활 및 학교 소식, 학업, 일자리에 대한 각종 정보

를 교류하고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연장과 같은 각종 서류 절차에 대해

서 자문을 구하는 공간으로 실제로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나올 때마다 학교 포

털사이트에 올라 온 정보를 단톡방에 공유하여 서로 조심하자는 이야기

가 오가기도 한다.

2020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한국으로의 입국 정책 등이 불안정했던 시

기에도 유학생들은 단톡방에서 각종 최신 자료들을 공유하고 제공 받기

도 했는데, 기숙사에서 거주생들을 위해 ‘자가격리’ 시설을 따로 마련했

다는 소식도 발 빠르게 단톡방64)에 올라왔었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일찍 입국하여 격리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용품

들을 미리 단톡방에 올려 격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

었다. 그러고 나서 2월 3일 연구자는 “[관악학생생활관]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양해부탁드립니다.”란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메일

64) 중국 위챗 단톡방의 최대 수용 인원수는 500명이다. 단톡방 관리자들은 인원이 차면

그 다음 단톡방을 개설해 신입생들을 들였다. 연구자는 (4)단톡방에 속해 있는데, 이

단톡방도 500명 인원이 찬 상태다. 졸업했다 해서 단톡방을 꼭 나가야 할 필요는 없

기 때문에 단톡방은 앞으로도 계속 개설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대에는 중국인 유학

생들이 자체적으로 도모한 조직이 있는데 현재 단톡방은 이 조직의 적절한 관리를 받

는다. 관리라고 해서 큰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톡방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에 대한 실명 인증, 다시 말해 실제 학교 학생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렇지 않은 사

람은 ‘추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단톡방에서는 실명을 비롯해 입학 연도와 소

속 대학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단톡방 사람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단톡방에 올라왔었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오고 간 대화 내

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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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계자는 중국에서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906동

에 임시 이동시켜 공간적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기존 906동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대학원 생활관(900-905동) 2인실의 공실로 배정받

게 될 것이라며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한

국에 입국하기 전에 학교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것에 대해 미리 마음

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2월 14일 늦은 오후에 학교에 도착한 후 연구자는 우선 906동으로 향

했다. 모든 기숙사는 카드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는데 연구자는 격리

동이니까 관련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906동으로 직진했

다. 그러나 906동의 조교실에는 누구도 없어 적잖이 당황했었는데, 놓친

소식이 있나 싶어 위챗 단톡방에 올라 온 정보들을 이리 저리 훑다가 격

리자는 우선 통합관제실에 가서 등록한 후 배정받을 호실의 카드키를 가

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2월 14일(금) 연구자 일기

공항버스를 타고 6시가 다 되어서 학교에 도착하였다. 짐을 질질 끌고

906동에 들어갔는데 조교실에 사람이 없어서 결국 통제관리실로 향했다.

다행히 통제관리실에서 키를 받는 것이 맞았고 수속을 하고 906동 317호

A 카드와 마스크를 받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짐을 풀었다. 터덜터

덜 큰 트렁크를 끌고 짐 가지러 904동[연구자 원래 입주동]으로 향했다.

이불을 비롯한 필요한 짐을 이것저것 챙기고, 906동에 돌아와서 짐 정리

를 했다.

이 날 통합관제실에 갔을 때 관리자께서는 연구자한테 몇 호방에 배정

받았는지 물었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방 배정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

은 적이 없었다. 알고 보니 연구자가 예정일보다 일찍 들어오게 돼서 아

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장민은 연구자에게 당시 생활관 카

카오톡 내용을 제공해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정 받은 호실을 알려주고, 2) 기숙사에 도착하면 우선 906동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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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실에 들러 신분을 확인한 후 임시 카드키와 마스

크(1인 1매)를 수령하고, 3) 이동한 방에 도착한 후 즉시 샤워하고 깨끗

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4) 마스크를 쓰고 원래 거주 방에 돌아가 격리시

기에 사용할 옷과 이불을 챙겨 906동으로 돌아오고, 5) 코로나19 전용 카

카오 플러스 친구 아이디 (XXX)를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은 정보 - "입주

한 방번호_이름_02.XX(한국 입국 날짜)를 전송한다. 6) 격리기간(적어도

14일)에는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전송하여

기록하고, 7) 한국에 도착한 14일 후 기타 증상이 없을 시 원래 거주 방

에 돌아갈 수 있는데, 가기 전 906동의 조교에게 연락해 청소와 시설 점

검을 받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

학교 생환관의 상벌규정에 따라 벌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14일간의 격리 생활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원래 2인실이었던 방

을 혼자 사용하니 방이 좁지도 않았고 햇볕이 드는 방이라 쾌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격리’라고 하지만 출입이 자

유로웠기 때문이다.

장민 : 2월 7일에 돌아온 후, 그때는 그렇게 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앱

설치하고 매일 체온 같은 거 보고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학교

에서 우리에게 906동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했는데, 근데 말은 격

리지만 완전히 상관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입주하고 스스로 퇴거

하고. 그래서 “이게 격리인가?”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제가

거기에 살지 않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로 나가지 않

았어요. 스스로 해먹었어요. [중략] 사실 그때 우릴 지켜보는 사

람들이 없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종의, 제가 그래도

격리를 했으니까 말 잘 듣고 있어야죠. 그래서 2번 장본 것 외에

는 진짜 나가지 않았어요. 옷도 다 손빨래 했어요. 세탁실에도

안 갔어요.

류걸도 장민과 마찬가지로 비록 격리였지만 전의 기숙사 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장소를 바꿔 생활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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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참여자들 중 누구도 ‘자가격리’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항을 통해 건너온 이상 자신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906동에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민이 외출을 자제했던 이유

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언론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사각지대

에 대해 우려65)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해당 시기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자가격리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대한

일정한 상식과 경험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고 체감하며 누구보다도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

는 집단이었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만큼의 자가격리를 실천하지 않았을까? 연구자는 이들이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다음 절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2) 불가능한 완벽한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의 확진환자와 접촉해서 능동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한다66). 해외 입

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요구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일종이

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 초기, 지금처럼 세계 각 곳에서 사태가 심각

해지지 않았을 때 중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논쟁은 자가격리 정도에 대한 입장 차이에

서 발생하였다.

65) 특히, 교육부가 16일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후 중

국인 유학생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보도되었다. 교육부에서 중

국인 유학생들에 입국 제한이 아닌 휴학 권고를 결정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YTN, 2020.02.17., “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불가능,” <h

ttps://www.ytn.co.kr/_ln/0103_202002172108039228>.
66)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2020.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계는?｜직접알려

드립니다｜【Q&A】,” <https://www.youtube.com/watch?v=to5t5saWh5c>.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72108039228
https://www.youtube.com/watch?v=to5t5saWh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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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전에 기자한테 인터뷰를 받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일에 대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달희: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개 학교에서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말을 해달라

고, 생각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중국유학생들

을 [906]동에 격리를 시킨다고 하는데 격리를 시키는 동도 층을

나눠서 격리를 시키고, 그 시스템? 이 사람이 열이 나는지 안 나

는지 그런 모니터도 갖춰있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학교 내에서

는 식당도 갈 수 있고 편의점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의 조치가 너무 허술하지 않냐” 라는 말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국에 두려움 같은거는 없냐” 라는 것들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중국인인 입장에서(웃음) 그 사람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피치 못하게 인터뷰에 응하기

는 했지만 그 인터뷰를 받았을 때 제가 중국인이다보니 드는 생

각은 뭔가 중국 사람에 대한 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

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인이 아직은 다른 나라까지

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관한 질문

들만 물어보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시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완벽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듯싶었다.

확실히 앞서 서술했듯이, 자가격리 실천을 책임감 있는 행위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중국인 유학생들도 14일간 정말 두문불출하는

자가격리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사소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상당한 ‘노오력’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문화학자 엄기호는 「노오력, 노력의 배신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력의 한계가 100%라면 노오력의 시대에서 100%는 미달이기에, ‘노오

력’은 살아남기 위해, 일이 되게 하기 위해 한계를 돌파하여 200%, 30

0%를 향하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하였다67). 학자 최은주 또한 『노오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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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조한혜정·엄기호 외, 2016)에서 근대는 ‘하면 된다’는 노력의 신화

로부터 ‘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을 거쳐, 결국 삶을 파괴하는 ‘해야 한다’

의 ‘노오력’으로 치달았다고 보았다(2016: 47).

“격리기간에 정말 황당했던 점은, 격리 됐으니까 나와서 쓰레기를 버

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격리 기간은

어땠냐는 질문에 강용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강용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던 2월 말에 중국으로 돌아가 9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실행된 ‘자가격리’를 겪

은 유학생이다. 후베이성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맞지 않아 학교

에서 여름방학에 제공한 기숙사 격리 시설에 들 수 없었던 강용은 친구

의 도움으로 학교 밖에서 방을 구해 자가격리를 하였다. 짧지 않은 시간

을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보냈지만 유독 불편했던 점은 바로 하

루하루 쌓이는 쓰레기들과 공존해야 했던 일이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초기에도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는 격리생

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는 어쩔 수 없이 쌓여가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둬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

았던 시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격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쓰레

기가 아니더라도 배달을 문 앞까지 해주니까 모든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

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그들

이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적당히 바람을 쐬는 외출도 필요했다는 것

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906동에서 격리해야 했던 기숙사생들은 애초에 ‘완벽한’ 자가격리가 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들의 출입을 지켜보는 ‘감시자’가 없었던 것도 사

실이지만,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사

실이기 때문이다.

67) 경향신문, 2015.09.21., “노오력, 노력의 배신자,” <https://www.khan.co.kr/opinion/col

umn/article/201509212114205>.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5092121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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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걸 : 사실 그때 우리가 왔을 때, 격리이기는 했지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제한이 없었죠. [중략] 가끔 친구들이랑 나왔어요.

그때 상관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밥을 가져다주거

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희는 나와서 먹을 수밖에 없었죠.

사태 초기 906동에서 격리할 경우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굶어야

했다.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고 싶어도 906동 밖에 있는 편의점에 가야

했다. 배달은 문 앞에서 수령할 수 있지만 매일 삼시세끼를 배달로 해결

하기에는 유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었고, 택배를 시킨다고 해도 통

합관제실 옆에 위치한 택배보관실에서 기숙사로 오는 택배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건물 밖으로 나가야지 수령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906동

에서 격리한 유학생들에게 건물 밖으로의 출입은 또 다른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나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 식당 문에는 2주 이

내에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교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져 있어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격

리 기간에 몇 번 낙성대까지 걸어서 내려가 필요한 물품과 음식들을 구

매한 후 다시 걸어서 격리 호실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많은 중국인 유학

생들은 일부 사람들의 의혹처럼 아무런 경각심과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

니라, 때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꼭꼭 쓰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한국의 방역에 폐를 끼치지 않

으려 노력했다.

왕팡팡: 저도 올 때 걱정이 많았어요. 나가지도 못했어요. 식당 같은데도

못 가게 했잖아요. 저의 물건을 가지러 갈 때도 걱정이 많았어

요.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저기에 붙어 있었잖아요[기숙사

대문 가리키며],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 구

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했죠. 근데 저도 생활용품을

가져야 하잖아요. 생활용품 없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친

구한테 물어보니 기숙사에 가서 가지면 된다고, 그때 또 관리하

는 사람도 없어서 물건 가지고 그쪽으로[906동] 옮겨갔죠. 그래

도 걱정이 됐죠. [중략] 혼자 기숙사에 가서 이불하고 다른 것들



- 69 -

챙기고,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바꾸니까. 그 호텔

에 가니까 또 짐을 옮겨야 해서 엄청 피곤했어요. [중략] 거기에

서의 격리는 좋았어요. 그때는 무료잖아요. 지금이랑 달라서, 지

금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먹는 거 다 좋았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는 906동에서의 격리를 2월 28일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호암교수회관으로 옮겨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906동은 원

래 학생들이 거주하는 동이었기 때문에 개강 시즌을 맞아 다시 학생들을

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호암교수회관에서의 격리는 906동에서와

는 다른 수준에서 관리되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관리

가 실시되었지만, 반대로 삼시세끼를 제공해주는 등 서비스도 맞춤하게

제공되었다. 기숙사 측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아 학생들은 출입

이 자유로웠던 906동과는 다른 의미에서 괜찮은 격리기간을 보냈다. 왕

팡팡은 2월 말에 입국하여 906동에서 일주일, 교수회관에서 일주일을 지

내게 되었는데 중간에 챙겨왔던 짐을 다시 정리하고 교수회관으로 이동

하고 격리가 끝난 후 또 다시 짐을 짊어지고 원래 방으로 이동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제외한다면, 교수회관에서의 격리는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고 했다.

한편, 여름 방학에도 906동과 호암교수회관을 임시 격리동으로 선정하

고 해외 입국 학생들을 받았는데 이때부터는 보다 완전한 격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유학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름방학부터는 격리 관련 비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서

울대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체 격리가 아닌 격

리 시설에서 일괄 격리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도록 변경되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끊임없이 변하며 불완전한

중국 국내 사태 및 방역 조치와 한국 입국 정책 변경 그리고 학교 기숙

사측에서의 방역 조치라는 세 방면의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집단이

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이

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각종 변동들이 불안하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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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착하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며 그 속에서 가능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발하였기 때문

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들이 각 국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따르면서

개인 차원의 방역도 잘 준수하는 책임감을 더욱 보여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스스로가 코로나19의

최초 ‘피해자’ 중 한 명임에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유

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험들을 그들이 태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각 지역으로 전염되기

시작하고 해외에서도 하나둘씩 감염 사례가 보도되면서 세계는 중국과

중국인을 향해 낙인과 모욕의 ‘손가락질’을 겨누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

들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다음 Ⅲ장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

고 인지한 중국인 혐오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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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와 중국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정체성의 속성이 가지는 불명예 효과

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가 바로 낙인(stigma, 스티그마)이라고 설명하며,

낙인은 크게 1) 신체적인 혐오에서 오는 낙인, 2) 개인의 기질에 나타나

는 오점으로서의 낙인, 3)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종족 낙인(tribal

stigma),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어빙 고프만

2018[1963]: 15-17).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 논의에서 중

국인이 경험하는 낙인은 종족 낙인에 속한다.

본 장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시국에 경험했다고 이

야기 한 ‘혐오’를 중심으로 다룬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감지한 혐오는 크게 낙인과 차별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네 개절로 나눠 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실감하

거나 또는 숨기고자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한국 언론이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주요한 중국인 ‘혐오’ 생

산지였던 사실에 입각하여 언론에서 생산하고 전파한 코로나19와 중국인

에 대한 혐오 담론을 먼저 파악해본다. 그리고는 그동안 중국 동포에 대

한 한국 언론과 미디어의 타자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며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언론에서의 혐오 담론 구성이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하여 일상에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

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상황들을 되짚어보며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이란 신분을 상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이해할 수 없는’ 경험으로 나누는 경향을 보였는데 단순히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행위와 조치들은 이해하는 편

이었지만 바이러스와 중국 및 중국인을 하나로 묶어 낙인을 찍는 행위와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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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는’ 경험은 2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은 3절에서 다룰 예

정이다.

끝으로 4절에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전반적으

로 감지했던 중국인 혐오 정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비록 앞의 절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상을 다루었지만, 중국인 연

구참여자들이 대체로 코로나19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를 심각하게 여기

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례없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예상 외로’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 탐색해볼 것이다.

1. 한국 언론과 ‘중국인 혐오’ 담론

본 절에서 다룰 내용은 코로나19 초기 한국 언론에 나타난 ‘중국인 혐

오’ 담론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를 선택하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 자체가 권력기관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김세은 2006: 66).

그러므로 미디어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하고 보도하는 언론이 가지는 힘을

의식하고 그 영향력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난 앞에 한국의 매스미디어

들은 한 집단의 낙인화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코로나19 시대에 중국인 혐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갈명: 없지는 않아요.

연구자: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되셨나요?

제갈명: 일단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제 되게 중국이 발원지인거를 사람들

에게 알려지고 나서 언론에서 비판이 되게 많이 일어났고 그리

고 sns 관련 영상들의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중국인

에 대해 막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현실생활에서는 어때요?

제갈명: 현실에서는 개인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집주인 아저씨가 제가 해외 갔다 온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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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미디어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최신 소식과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형세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중국으로부터의 이주자와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사태를

유의하여 지켜보는 듯 했고, 특히 2015년에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겪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중들의 전염병 유입

에 대한 경각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한국에서는 SNS, 유튜브(YouTube), 일정한

공신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중매체들이 나서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였다. 2020년 1월 19일까지 한국 언론들은

중국에서의 사태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그러다

1월 20일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언론사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방역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사태에만 집중되었던 기사들에 한국도 점차 내용의

중심 화제로 등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급증한 것은 첫 사

례가 확인되고부터 일주일쯤 지난 1월 26일부터였다. 26일과 27일에 확

인된 3번째, 4번째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확진판정을 받

기 전까지 수일간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 이

미 질병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1월

28일에 10대 일간지 중에 7개의 언론사가 일제히 “한국의 검역망이 뚫렸

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도하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68). 예를 들어, 국민일보에서는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에 검

역망 속속 뚫렸다”69)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고 동아일보에서는 “無증

68) KBS, 2020.02.09., “‘공포·혐오·분열’에 감염된 언론,”『저널리즘 토크쇼J』, <http://ne

ws.kbs.co.kr/news/view.do?ncd=4378007>.
69) 국민일보, 2020.01.28.,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에 검역망 속속 뚫렸다,” <http://ne

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969&code=11132000&cp=nv>.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800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969&code=111320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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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70)라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렇듯 과도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과정에는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 목

적을 지나치게 비약하여 기사 소재로 이용하는 언론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5일에 TV조선에서는 “‘중국보다 한국이 안전’ 유커

속속 입국…관광지 ‘긴장’”이란 뉴스71)를 보도하였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사에서는 유커(游客), 즉 중국 관광객들이 코로나19를 피해

한국으로 대피한듯한 뉘앙스로 기사를 내보냈다. 실제 중국 여행객들의

말이라며 중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은 이

러했다. “중국은 (우한 폐렴이) 심각한데 비해 한국은 괜찮은 편이죠. 그

렇게 걱정되지는 않아요.”72)

그러나 이 인터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질병을 피해 한국으로 왔

다는 것을 설명할 만한 명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우선, 인터뷰 한

중국인 관광객이 언제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한국으로의 여행을 어느 시

점부터 계획했는지에 대한 전후 사정이 없다. 다음으로, 중국인이 답변한

내용 어디에도 그가 중국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정보가 없다. 인

터뷰이는 현재 중국보다 한국이 안전하기에 안심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은 그가 한국에서 관광함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특별히

느끼지 않기에 안심이 되고 그의 예정된 여행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는 인터

뷰 내용을 교묘하게 오도하며 마치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스스로 질병을

피해 급히 한국으로 ‘피난’ 온 것을 고백했다는 듯이 보도했다. 기사는

이렇듯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면서 중국인이 한국의 안전과 방역은 고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집단으로 의도적으로 타자화하

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 뉴스란에 올라온 이 기사73)에는 2천 명이 넘는

70) 동아일보, 2020.01.28., “無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https://ww

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8/99415278/1>.
71) TV조선, 2020.01.25., “"중국보다 한국이 안전" 유커 속속 입국…관광지 '긴장',” <htt

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5/2020012590049.html>.
72) ibid, 뉴스영상 00:32 쯤.
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48&aid=000029074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8/99415278/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5/2020012590049.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48&aid=00002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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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화나요’를 누르고, 900개 넘는 댓글 중에 300개 넘는 댓글이

작성자 삭제로 삭제되었으며, 남은 500개가 넘는 댓글도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3분의 1 가까이 되는 댓글들

이 ‘작성자 삭제’를 이유로 내용을 지워진 것은, 2020년 3월 19일부터 네

이버에서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과거에 썼던 모든 댓글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악플러들이 공개될 부담감이 있는 악플들을

스스로 삭제했기 때문이다74). ‘작성자 삭제’가 높다는 것은 그 중에서 대

부분은 악플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기사

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정룡(다가치포럼 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내에서 들끓기 시

작한 것은 구정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라고 부르

지 않고 ‘우한폐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감염병 명칭은 중국

발 전염병이라는 어감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

국과 중국인(중국동포 포함)을 못 마땅하게 여겨왔던 일부 한국

언론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한국 내 중국인 최대 밀집 지

역인 영등포구 대림동을 찾아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내용의 기

사를 생산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지역 중국인을 가장 혐

오스럽게 다룬 것은 헤럴드경제였습니다.75)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도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기사에는 헤럴드경제

가 1월 29일에 보도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란 제목의 르포기사가 있다. 기사에서는 코로

74) 조선일보, 2020.03.19.,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 과거 댓글 공개,” <https://biz.chos

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0230.html?utm_source=naver&utm_me

dium=original&utm_campaign=biz>.
75)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2020 다가치포럼

제2차 토론회 자료집』, 서남권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user.do?mode=vi

ew&article_seq=20849&menu_id=0306000000&cpage=1&rows=&year=&month=&condit

ion=&keyword=&site_code=0202>.

유튜브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pfwBbNDp7-U&t=4245s>.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9/20200319002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global.seoul.go.kr/user.do?mode=view&article_seq=20849&menu_id=0306000000&cpage=1&rows=&year=&month=&condition=&keyword=&site_code=0202
https://www.youtube.com/watch?v=pfwBbNDp7-U&t=424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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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의 발생이 중국의 비위생적인 식문화와 생활습관 때문이라고 못 박

으려는 듯, 이 지역 중국인들은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 판매와 부족한 위

생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이 시국에 마스크

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중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발병 사태가 심각한 위험 국가였다는 점

을 감안하면, 연구자 역시 방역의 차원에서 한국에서 중국인이 제일 밀

접해 있는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본 기사는 그러한 방역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기사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중국인만 비위생적’

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주장하며 해당 지역의 중국인들을 언제든지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치부하였다.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당 지역에 중국에 갔다 온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

확한 설명도 없이, 중국인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보균자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명백한 낙인이 아닐 수 없었

다.

헤럴드경제 기사가 보도된 직후, 기사 내용과 제목은 한국에서도 상당

한 반향을 일으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들이 나서서 중국인 혐오

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헤럴드경제 기사를 공식적으로 비판하였

다76).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언론이 중국인 혐오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한국 사회의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다고 비판하였다77).

논란이 지속되자 헤럴드경제는 제목을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78)이라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기사에

서는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하면 약국에서의 마스

크 품절을 당시 논란이 됐던 중국인의 마스크 사재기와 연결시켜 마치

76) 민주언론시민엽합, 2020.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도, 혐오 조장하는 언론

들,” <http://www.ccdm.or.kr/xe/watch/290026>.
77) 한국기자협회, 2020.02.05., “‘혐오’를 파는 신종 코로나 보도,” <https://www.journalis

t.or.kr/news/article.html?no=47214>.
78) 헤럴드경제, 2020.01.29.,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29000156>.

http://www.ccdm.or.kr/xe/watch/290026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2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29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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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목격이나 한 듯이 제목을 뽑았다. 외부의 압박

에 의해 할 수 없이 제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코로나19가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의 식습관에 의해 발병했

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는 중국인의 음식문화에 대해 비난하는 보도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이런 기사들의 내용은 가히 모욕적이었는데, 그 중 대

표적으로 2020년 1월 24일자에 보도된 조선일보의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은가”79)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기사에서는 “깔끔하게 포장된 육류·

생선을 파는 서구식 대형 마트가 중국에선 이상하리만치 인기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이 기사를 접했던 중국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중국인의 대형마트 이용 정황에 대한 사

전조사도 없이 본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였다.

리슈잉: 친구가 가끔 저한테 기사를 공유해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굉

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일보, 한국의 아주 큰 주류매체잖아

요. 종종 황당한 기사를 써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그날 저한테

어떤 사진을 공유해 줬는데 지금 아마 삭제했을 거예요. 위에 쓴

내용이 대체적으로, 코로나의 기원이 박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쓴 게 중국 사람들이 왜 박쥐를 먹느냐? 그건 그들이 대형마트

유리통 안에 있는 고기들은 신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국 사

람들은 시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을 산다는 거예요.

[중략] 매우 화가 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신문사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중국을 전혀 모르잖아요. 중

국에서 사실 좀 큰 도시, 아마도요, 예를 들어 조금 큰 도시들,

우리 집 같은 이선도시80)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그 자리에

79) 조선일보, 2020.01.24.,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은가,” <https://www.chosun.com/site/d

ata/html_dir/2020/01/24/20200124000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

&utm_campaign=news>.
80) 중국에서는 제일 발전한 도시를 일선도시(一线城市)라고 부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들은 신일선도시(新一线城市), 그 다음은 이선도시(二线城市), 삼선도시(三线城

市), 사선도시(四线城市)라고 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02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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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잡는다니, 말도 안 돼요. 닭이나 오리, 생선 같은 건 가

능할 수 있어도 소, 돼지들은 [어떻게], 참, 진짜 다들 별나요.

리슈잉은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대형 언론사가 중국인 집단을 대형

마트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형상으로 소개한 것에

대해 분개하였다. 이 같은 유형의 보도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불만

은 실제로 중국에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

사들이 하나 같이 ‘소수’라는 표현은 빼고 중국인 전체를 상기할 만한 내

용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완전한 거짓도 아니지만 완전한 사실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서 한국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에 중국인에 대한 ‘더럽고 미개하다’는 편견에 또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추가되어 댓글 곳곳에서 중국인 혐오를 감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도된 기사들을 바라보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이 밖에도 제목에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에게 낙인을 찍는 기사

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뉴스1이 2020년 2월 4일에 보도한 기

사 “중국은 전염병 천국인데, 인도는 왜 전염병이 없을까?”81)가 그 중

하나이다. 기사에서는 ‘폐렴’이라는 두 글자가 빨간 중국 지도에 꽉 차게

적혀 있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게시하였는데, 그에 비해 기사 내용은 제

목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 할 만큼 알맹이가 없었다. 기사는 중국이

SARS와 코로나19로 “중화'전염병'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다고 밝히며

중국과 비슷하게 인구밀집 국가이자 중국보다 위생상태가 더 안 좋다고

알려진 인도에서는 왜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란 의문을 던지고 글

을 맺었다. 중국에서의 전염병 발병을 지적하기 위해 중국 다음으로 인

구가 많은 인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과 인도를 같

이 깎아내리며 위생상태가 더러운 국가들이라는 낙인만을 찍고 있었다.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아볼 성의를 보이지 않은

81) 뉴스1, 2020.02.04., “중국은 전염병 천국인데, 인도는 왜 전염병이 없을까?,” <https:/

/www.news1.kr/articles/?3832445>.

https://www.news1.kr/articles/?38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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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로지 중국을 혐오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시작으로 중국인의 식문화에 대한 비판과 모

욕이 뒤섞인 담론과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 및 대림동 속 중국인들에 대한 낙인찍기 담론을 거쳐, 한국의 언론

들은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을 이러한 여론몰이의 대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때는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과격해짐과 동시에 3

월 개강을 맞아 한국으로 대량 입국할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거취에

대해 논란이 뜨겁던 2월이었다.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여부 및 이들의 자가격리에 대

한 우려를 드러내는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17일에 YTN 뉴스는 “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불가능”이란 기사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룸 등을 벗어날 경우 이

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

다82). 2월 20일에는 채널A가 “기숙사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캠퍼

스 밖 학생들은?”란 뉴스를 통해 기숙사 격리는 수용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율 격리’라는 방역 구멍이 존재하고 캠퍼스 밖 중국인 유학생

들은 방치 수준이므로 문제가 크다고 보도하였다83). 2월 마지막 주는 원

래 예정되었던 3월 1일 개강을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입국

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2월 26일 연합뉴스는 “中유학생들 본격 입

국…‘자취 유학생’에 긴장하는 대학가”란 기사를 내보내며 2월 마지막 한

주간 입국을 예정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 대부분이 대학 기숙사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리

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도하였다84).

이 같은 보도에서는 하나 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

면서, 기숙사에서 자율 격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기숙사 밖으로 나오

82) YTN, 2020.02.17., “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불가능,” <https://www.ytn.

co.kr/_ln/0103_202002172108039228_>
83) 채널A, 2020.02.20., “기숙사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캠퍼스 밖 학생들은?” <htt

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9995>.
84) 연합뉴스, 2020.02.26., “中유학생들 본격 입국…‘자취 유학생’에 긴장하는 대학가,” <h

ttps://www.yna.co.kr/view/AKR20200225188000004?input=1195m>.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72108039228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89995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1880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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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숙사 밖에서 자취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양심적으로 자율 격리

를 지킬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의심을 전제하고 있었다. 특

히 2월 26일자 연합뉴스의 기사에는 한 서울대 시립대 관계자의 말을 통

해 “한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들은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

고, 2주간 외출이 금지되는 기숙사 생활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

이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가 실시되는 기숙

사에서의 생활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서울대의 경우 기숙사의 격리시설은 원래 기숙사 거주사생이었

던 학생들에 한해서만 제공되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참여자 리슈잉은 기숙사에서 격리하고 싶었지만 자격이 안 돼서 그

러지 못 한 경우였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격리 장소로 제공함에 있어서 학교의 현황에 합당하는 각각의

조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숙사에서 격리하지 않

는다는 정황만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차별이

다.

앞서 Ⅱ장 3절에서 밝혔듯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에서의 ‘반강제

반자율’ 자가격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책임감 있는 격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상황에서는 활동 반경을 최소한으로 줄

이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다녔다. 이 같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내세운 이유는 중국에서의 사태 형세를 지켜보며 이미 전염병에

대해 한 차례의 공포감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도 무엇보다 자

신의 건강과 일상을 위해서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극심한 불안과 달리 한국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가동한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물론이고 일반 중국인들 중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85)은 중국인들의 이상과 같은 노력을 반증해주었다. 다시 한 번 밝

85) 한겨레, 2020.02.27., “청와대 ‘특별입국절차 시행 뒤 확진자 없어…중국인 입국 금지

실익 없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30201.html#csidxe9ad80

127f71bfd842632ba77eb825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30201.html#csidxe9ad80127f71bfd842632ba77eb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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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만, 후베이성은 한국에서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중국에서도

이미 국경은 물론이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불가하게 봉쇄된

상태였다.

그러나 어쩌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는 기사들

에 비해 위에서 예로 든 기사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사실에 입각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그대로

나르고는 ‘카더라’는 식의 보도를 일삼으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유언비

어를 퍼뜨리는데 공조하였다.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내보낸 가짜뉴스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키고 전파시켰다든

지, 우한시에서 환자를 산 채로 화장한다든지와 같은 루머들이 있다86).

사실이 아닌 기사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마음은 울분으로 타들어갔다.

류수란: 우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일 심각했을 때는 확

실히 많이 긴박했다고 했어요. 진짜 긴박했고 의료자원도 정말

급했다고요. 마스크, 방호복, 장갑, 고글 모두 많이 부족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시체가 쌓여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국외 언론들을 보세요. 어이가 없어요.

이 같은 코로나19에 관한 언론들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J』는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기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훨씬 많이 끌어 클릭수를 유도하고 많은 클릭수는 또 다시 사람들의 시

선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언론사들도 이 같은 기사의 순환 구조를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언론의 “혐오 장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87).

86) 예를 들면, 뉴데일리가 2020년 2월 19일에 게재한 뉴스 “설마 사실일까… ‘中 우한서

산 환자 화장’ 주장 잇달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19/2

020021900213.html>; 동아사이언스가 2020년 2월 3일에 게재한 뉴스 “‘신종 코로나,

고의적으로 만들었나’ 의사SNS 달군 印논문 …전문가들 ‘가능성 희박’,” <http://dong

ascience.donga.com/news.php?idx=34016>, 참고.
87) 2020.02.09., “‘공포·혐오·분열’에 감염된 언론,” <http://news.kbs.co.kr/news/view.do?

ncd=437800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19/2020021900213.html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40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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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선택했을지 몰라

도 그것을 지켜보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단지 기사거리로만 보기에는 힘

든 부분이 있다. 일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기사의 글자 하나하나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였

다.

리슈잉: 매일 뉴스 볼 때 마다 사람들 사고회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각종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글자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에 대한 미움을. 저는 모든 잘못을 중국에게

덮어씌우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 뉴스기사들이. 그때 매일 아침

마다 코로나에 대한 뉴스보도를 봤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

지만 그래도 인상이 비교적 깊었던 게 하루는 그 사람들이 게스

트를 불렀어요. 분석하는거, 맞아요. 그때 한국이 폭발하고 중국

은 어느 정도 억제했었거든요. 크게는 없었어요. [확진자수가] 내

려갔어요. 아주 잘 통제한 정도였죠. 그때 그 사람들이 분석하면

서 먼저 무증상감염자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조건 아직 많은 무

증상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알려주는 수치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많은 무증상감염자가 있다. 또는 그들이

조작하고 있다, 수치조작이 그들이 줄곧 중국을 부정하는 하나의

이유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 말속에서, 중국은 이미 아주 빨리

전국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사태를 통제하였는데 그들은 자

꾸 사소한 일에서 흠을 찾으려고 해요. 정규적인 뉴스에 나오는

게스트라고 해도 다 이래요. 그래서 아주 화가 났어요.

그동안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가 혐오를 조장한 대표적인 중국인 집단

에는 중국 동포, 즉 조선족이 위치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 동포

혐오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2012년의 ‘오원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큰 몫을 했다고 분석되어 왔다(우충완·우

형진 2014; 박미화·김솔 2017). 박민영(2020: 225)은 이 같은 조선족 범죄

사건에서 언론들이 사건 자체보다는 범죄자가 조선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보도하면서 조선족에게 강력 범죄자란 프레임이 씌워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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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보았다.

확실히 한국 언론은 조선족이 가해자인 사건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조선

족을 분명하게 명시하지만 조선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조선족이란 수식

어 없이 그냥 피해자로만 명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최

근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동포였지만

2021년 5월 10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가해자 신분만을 밝힌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88)을 제목으로 내보냈다.

언론이 앞장서서 조선족의 범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이 이미지를

고착화하는데 발 벗고 나선 것은 한국의 미디어들이었다. 미디어들은 조

선족의 범죄자 이미지를 각종 범죄 장르의 단골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모종의 범죄 현장이거나 곧 일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 왠지 모르게 촌스

러워 보이는 옷과 장신구를 하고서는 한동안 얼굴도 씻지 않은 것 같은

꾀죄죄한 형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 조선족이구나.”라고 생

각될 정도로 미디어 속 조선족의 이미지는 고정관념화 되어갔다.

류걸 : 한국인 친구들이랑 왜 조선족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에 대한 거부 심리

도 진짜 강하잖아요. 2, 3살 어렸던 룸메랑 얘기해본 적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 영화나 뉴스에서 [보면] 조선족이 너무 공포스

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고요].

문화평론가 박민영이 정리한 조선족이 한국 영화에서 범죄자로 등장한

계보에 의하면, 조선족은 2010년 영화 <황해>에서 살인 청부업자로 등

장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신세계>, 2016년 <아수라>, 2017년 <범죄

도시>에서는 조직폭력배로, 2014년 <차이나타운>과 2017년 <청년경찰>

에서는 인신매매범으로 나왔다(2020: 223-224). 특히 <청년경찰>에서는

대림동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여기는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

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도 자주 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88) 연합뉴스, 2021.05.10.,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https://ww

w.yna.co.kr/view/AKR20210510130100004?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130100004?input=1195m


- 84 -

밤에 다니지 마세요.”라는 대사가 등장하여(ibid: 224) 대림동 지역사회와

중국 동포 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에 영화가 상영되던 2017년 여름에 중

국 동포들은 <청년경찰> 상영 금지와 영화 제작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관련 단체들은 ‘대림동&중국 동포 비하 영하 <청년경

찰>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홍성수

2018: 86). 결과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제작사가 승소하였던

것이 2020년 6월 항소심 결과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제작사가 중국 동포

에 사과를 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89).

오랜 시간 중국 동포는 강력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오명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조선족이나 중국인의 범죄율이 언론을 통해 전

파된 것만큼 높지 않음을 한국의 학자들도 다분히 수치적 근거를 들며

설명해 왔었다(예컨대, 박민영 2020: 226).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생각

만큼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연구자: 영화나 이런 게 어쨌든 허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가 다

가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정의(韓): 그거를 허구라기보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폭력 영화를 봤을 때 “저거

허구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중국에 관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

이 나오면 “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선족이 나오는 영화다, 그런 걸 봤

을 때 “아, 그래. 저런 사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 조선족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

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보통인 것처

럼 표현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처음 듣

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제가 그거를 되게

보편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거를 그 친구 말을 듣고 알았

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미지지만, ‘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89) JTBC, 2020.06.18., “"영화 '청년경찰',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법원 권고,” <https://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854>.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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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작자들은 혐오의 의도 없이 재미적 요소만을 위해 특정 이미

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제작된 영상이나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

중의 시각에서는 단지 허구적인 재미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사실로서 받

아들여진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과 미디어들은 대상의 이미지를 오로지

그 이미지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혐오를 조장했던 언론과 미디어들이 중국 동포의 형상을

오로지 범죄자의 이미지로만 등장시킬 뿐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선

보이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비록 2017년에 중국 동포들이

집단적인 대응을 행사하면서 영화 속 조선족의 강력 범죄자 이미지가 많

이 줄어들기도 하였지만, 간간이 잡범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다채로우면서 긍정적인 캐릭터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르 드라

마에서는 중국 동포들이 여전히 다를 바 없이 강력 범죄자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꼭 그들이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있었다.

진달희: 조선족은 대부분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논란거리가 되는 이미지

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소수자여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모

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조선족에 대해서 ‘친절히’ 재

조명해주셨잖아요. (웃음) 그래서 저도 조선족 이미지가 또 더

안 좋게 추락할까봐, 더 안 좋아지기도 어렵지만. (웃음) 그냥 드

라마에서 보이스피싱을 다룬다고 했을 때 왠지 조선족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좀 두려워진 것 같아요. 이

게 사실일까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말투가

좀 저희 고향 말 같았어요. 그리고 제 [조선족] 친구의 연구실

사람이 사기 전화를 받았는데 제 친구한테 “너 말투였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일까 봐… 그게 점점 두려워

졌어요.

언론과 미디어는 보통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는 희로애락을 느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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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동포의 평범한 일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극적인 언론과 미디어

의 오락성을 통해 중국 동포의 나쁜 이미지는 전파될 대로 전파됐지만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책임감은 언론과 미디어가 빠진 채 중국 동포들이

짊어지게 되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최대 혐오 생산지에서 소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대중들이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제일

큰 경로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게다가 중국 동포들 역시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중국 동포 형상’의 영향을 받으며 본인이 범죄

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

다.

진달희: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

가하면서 의도치 않게 제가 조선족이라는 걸 말할 기회도 없었

고, 딱히 말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지

금은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신

분을 밝혔을 때 배신감 같은 좀 불쾌한 감정이 생길까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냥 말할지, 아니면 그 사람

이 물어보면 말할지 고민이 돼요. 전에는 조선족이라는 걸 먼저

말하고 한국인들이랑 교류했어요…

이렇듯 영화와 언론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 박민영(2020: 224)

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현대인들은 미디어로 첩첩이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 미디어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로 현실을 구성할 정도

로 위력적이다. 사회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미디어나 언론은 자신의

거대한 영향을 늘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질병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며 질병 자

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Ungar

2003).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질병 원인의 타자화가 오히려 공포

를 극대화하여 혐오가 조장됨이 보였다. 그것은 세계화로 인해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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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것이라 해도 그 타자가 충분히 ‘나’의 주변에 머물 수 있고 머물

고 있기 때문에 ‘나’도 수시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

는 공포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였고, 중

국인이 많이 살기로 이름난 대림동 일대가 혐오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

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타자화’가 보다 구체적인 ‘혐오’로 진일보

전개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2. 같은 공간, 다른 세상

본 절에서는 코로나19가 터진 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별과 낙인이라

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경험들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 부분에서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건너야 했던 중국인 특별입국절차부

터, 혼란스러운 사태 초기 격리시설로서의 조건이 잘 구비되지 않았던

기숙사 격리동에서의 ‘자가격리’ 및 그 후 일상에서의 다소 불편한 경험

을 거쳐,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중국인으로서 점점 움츠려갔던 유학생들

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다.

1) 중국발 특별입국절차

2020년 2월 14일(금), 연구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

했을 때 제일 먼저 감지했던 특별한 점은 바로 탑승객이 매우 적어졌다

는 것이었다. 연구자의 고향인 연길은 중국에서 ‘조선족’ 자치구로 특정

된 연변(延邊)의 중심지로 인해 한국을 오가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코

로나19 전 한국행 비행기는 늘 만석이었다. 꽉 찬 비행기에서 혹시나 옆

사람을 치거나 불편하게 만들까 봐 조심조심했던 것과 달리, 그날 연구

자는 3자리를 혼자 독차지하는 뜻밖의 혜택을 누렸지만 비행 내내 얼굴

을 막고 있는 마스크와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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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편한 비행시간은 아니었

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처럼 여러 자잘하다고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항공

편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고 있던 연구자로 하여금 “정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것은 승무원이 건네준

한 장의 ‘건강상태 질문서’였다.

한국은 21일 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

는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28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중국 내에서의

질병 사태가 엄중해지고 그에 따라 한국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증대되었

기에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90),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후 입국 검열을 지날

때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 및 실행하였다91). 건강상태 질문지 아랫

부분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여 미리 성실하

게 작성하지 않는 여행객들에게 그 후과를 알려주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건네받는 건강상태 질문지는 중국발 특별입국절차의 첫 단

계였는데, 비행기가 착륙한 후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중국발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은 일렬로 열 체크를 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하고, 현장에서 연결 및 확인이 되는 연락처를 비롯해 한국에

서 머무르는 장소를 자세히 등록해야 했다. 이 같은 절차들은 2월 4일부

90) 전에 감염병 위험 지역을 ‘오염지역’이라고 지칭했으나, 2021년 3월 5일부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법령-「검역법

시행규칙」(제785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공항 검역에서 사용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http://nqs.kdca.go.kr/nqs/quaInfo.do?gubun=law&subGubun=regulati

on>.
91) 질병관리청, 2020.01.2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1월 26일, 사례

정의 확대),”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

t=view&list_no=365874>.

http://nqs.kdca.go.kr/nqs/quaInfo.do?gubun=law&subGubun=regulation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36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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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동시에 후베이성 외의 지

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92)를 도입한 결과였다.

제갈명: 비행기 내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목걸이 같은 걸 줘요. 종이로

뭐 쓴 거. From China 이런 거 따라서 갔는데 물론 중국은 당

시에 가장 큰 발원지이고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긴 한데

저렇게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

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왔다는 거를 뭔가 너

무 낙인찍힌 느낌이라고나 할까? 뭔가 다들 보이니까. “아, 그

사람들 다 중국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다.” 이거 하나는 시선

이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차별은 아닌 것 같고

방역을 위해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니까.

중국발 탑승객 전용 입국절차 통로는 열 체크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

서 시작되었다. 특별히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

작 지점’ 조금 앞에는 ‘중국’이란 글자와 화살표가 그려진 포스터가 그

시작점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과 크고 긴

통로를 함께 걷다가 포스터 지점부터 중국발 탑승객들만 한쪽으로 치우

쳐 안내를 받다 보니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한순간 확연히 드러나는 공간

적 구조였다. 그러다보니 그 순간 중국인들은 자신이 코로나19 최초 발

생국가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기보다 확인당하는 상황이었

던 것이다.

장민 : 공항에서, 그때 외국은 [코로나19]가 없었잖아요. 마치 그들은 우

등한 사람들인 것처럼, 몸에 절대 세균이 없고, 저희는 모든 사

람이 다 의심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인이

독자적인 통로를 걸었잖아요. 다른 외국인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내보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알 수 있어

92) KBS 뉴스, 2020.02.02., “중국 전용 특별입국절차 신설…중국인 유학생 지원단 구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7339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7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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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렇지 않나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면 정도는 달라도 그래도 열은 쟀어야 했다고 생각

해요. 마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절대로 없는 것처럼 하고. [중

략] 저는 집에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나 조심했는데. 제가 오히려 감염될까 봐 무서운

데, 그들은 저희를 바이러스인 것처럼 보고, 그런 대우는 별로

좋지 못했어요. [중략] 마치 두 개의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중략] 물론 나오면 다들 같았죠. 딱 공항 그곳에서 좀 어색했어

요. 저는 열도 없었고, 오랫동안 밖에 안 나갔고 다른 사람 접촉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심사 받듯이 질문 받으니까. 이해해

요, 이해하는데 그냥 조금 불편했어요.

메리 더글라스는 『순수와 위험』에서 오염물은 그것이 위치하는 체계

적 질서 속에서 오염원으로 규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발은 식탁 위

에 있기에 더러운 것이고, 음식은 옷에 흘렀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항에서의 특별입국절차를 이해하지만 그럼

에도 불편했던 감정이 들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중국 내에서

똑같은 방역 과정을 거쳤다면 그들은 다소 귀찮을 수 있어도 결코 낙인

찍힌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과의 대비 속에서 ‘코로나19 발생지역

에서 온 중국인’으로만 규정된다. 공항 안에 설치된 ‘질서’ 속에서 중국인

들은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위치지어 졌고 그 일련의 입국 절차들

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

또 한 번 확인받아야 했다. 더욱이 열 체크 이후의 입국 절차들은 보다

까다롭게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별입국 통로에 들어설수록 3, 4명이서 걸어도 충분했었던 공간은 점

점 좁아져 사람들이 일례로 줄을 서서 다음 절차를 기다려야 했다. 그

기다림이 결코 짧지 않았던 이유는 ‘자가진단’ 앱을 다운하고 설치한 후

검역관들에게 확인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앱 설치에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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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자 스마트폰 속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

이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 ‘자가진단’ 앱은 중국에서 입국한 후

자체적으로 14일 동안 매일 건강상태를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및 감

독할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제작된 앱이었다. 앱은 ‘건강상태 질문서’에

나열된 증상 항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대상자는 부합하는 항

목을 체크하여 제출하면 되었다. 위에서 첫 번째 사진이 당시 연구자가

다운했던 ‘자가진단’ 앱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3월 7일93)부터 새로

개발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내놓으며 원래 사용하던 ‘자가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을 직접 다운해보니 앱은 전담공무원의 ID를 입력해야지 정식 화면으로

넘어가게 설정되었다. 새 앱에는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자가격리자가 주소를 등록한 후 격리기간에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알림이 울림과 동시에 전담공무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된

다는 것이었다.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면서 보다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다.

어찌했든, 너무 ‘스마트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어르신들이 입국절차에

애를 먹으면서 특별입국절차 통로는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되었다. 좀처

럼 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자 검역을 돕는 관리자들께서는 앱 설치를

93) 안드로이드 버전은 3월 7일, 아이폰 버전은 3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한다.

출처: 품격강남, 2020.03.11., “[안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Q&A,” <https://www.

gangnam.go.kr/board/article/4398/view.do?mid=FM0507&schArticle=ARTICLE_07>.

https://www.gangnam.go.kr/board/article/4398/view.do?mid=FM0507&schArticle=ARTICLE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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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한 사람들은 먼저 앞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다음 절차는

검역관들에게 다운한 앱을 다시 보여준 후, 한국에서의 거주지를 작성하

고, 질문지에 게재한 전화번호가 유효한지 확인받는 순서였다. 검역관 몇

분이서 그 수많은 승객들의 정보를 일일이 체크하고 또 전화도 직접 걸

어 현장에서 확인하며 모든 필요한 정보에 대한 확인을 끝낸 후 검역관

들은 ‘검역 확인증’을 건네주었다.

[그림 4] 2020년 2월 14일 연구자가 찍은 검역 확인증

검역 확인증을 받아든 후 위탁수하물로 붙인 캐리어를 찾고 공항 로비

를 통하는 마지막 검역 단계에서 해당 검역 확인증을 제시하면 특별입국

절차는 물론이고 공항에서의 모든 검역이 마무리 됐다.

장민 : 그때까지는 다들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교류하는 단톡

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획득했죠]. 어떤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려주고, 오기 전에 먼저 앱 다운하면 편하다거나 매일 어

떤 걸 보고해야 된다든지 또 도착한 후에 꼭 중국인 통로로 들

어가야 한다, 현장에서 전화번호 확인한다, 아니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해서 귀찮아진다든지. 중국에서는 다들 무장한 채로 있잖

아요, 서로 무서워하고,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다들 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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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저만 ‘무장’해 있는 거예요.

특별입국절차를 먼저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단톡방에서 각종 정보

를 공유하며 한국 입국 준비를 하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입국절차

의 ‘특별함’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다. 그 덕분에 입국절차 도입 초반에

비해 나중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항에서의 시행착오를 덜 겪

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함’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

태가 악화됨에 따라 점차 사라져갔다. 왜냐하면 중국발 탑승객에 한해서

만 실시되었던 한국의 특별입국절차가 2020년 3월 19일부로 외국에서 입

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2) 중국 유학생 전용 격리동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서울대학교 기숙사 격리동에서 자가격리를 거

쳤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한 차별 이야기이다. 앞서 2장 3절에서 연

구자는 ‘집이 없는’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해 준 격리시설에서 ‘다행

히’ 격리기간을 거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서술한 바 있다. 당시 언

론을 중심으로 불거진 유학생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의혹에 맞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사태 초기라 학교에서의 대책 마련이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책임감 있게 성실한 자가격리를 거치고자 했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의 격리 여건과 조치에 대해서 불편한 심

정도 제기하였는데 본 소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림 5] 자가격리 시설 906동



- 94 -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했던 906동은 동쪽에 위치한 기숙사 운동장과 이

웃해 있는 “ㄱ”역자 모양의 건물이다. 그림에 표시했듯이, 건물이 꺾어지

는 모퉁이에 입구가 설계되어 있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제일 끝에

엘리베이터 세 개가 위치해 있다. 현재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902동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2개인 점과 비교하면 906동은 기숙사동 중에서도 수

용 인원이 많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2월 14일부터 연구자가 14

일간 자가격리를 한 호실 317호는 거의 남쪽 끝자락쯤에 위치해 있다.

건물은 층마다 싱크대, 인덕션, 전자레인지 정수기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마련된 밥상과 걸상이 비치된 취사실이 있고, 여러 건조대가 구비

된 건조실이 있다. 세탁실은 1층과 7층, 2개 층에만 있었지만 내부에 세

탁기와 건조기가 여러 대 비치되어 있고 다리미와 다림판도 마련되어 있

어 특별히 불편할 것은 없었다. 서울대의 대학원생 기숙사동은 대체로

이러한 시설로 구비되어 있어, 906동에서 자가격리를 한 중국인 유학생

들이 원래 있었던 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906동의 지하에는 기숙사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2층짜리 지하주차장이

있다. 사생이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자가용을 등록하면 주차장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다. 906동의 지하 1층에는 또한 900~906동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카드키를 발급해주는 통합관제실과 기숙사로 오는 택배를 일괄

수령 및 보관하는 택배보관소가 위치해 있다. 지하는 모든 기숙사생을

향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90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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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 사이에는 또 하나의

출입문이 존재한다. 기숙사동들의 모든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이 문도 해

당 동에 거주하는 사생의 카드키로만 열 수 있다. 자가격리를 하고자 건

물과 호실에 들어가려면 우선 통합관제실에서 카드키를 수령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격리자들은 모두 이 문을 통해 906동에 처음 들어서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906동 임시이동 입주자 안내 및 장민이 제공해준 캡처본

통합관제실에서는 자가격리자, 다시 말해 906동 임시이동 입주자에 대

한 안내서도 책임지고 배포하였다. 안내서를 비롯한 예방수칙을 보면, 자

가격리자들은 제일 왼쪽 엘리베이터와 1층 세탁실만을 이용할 것이 명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906동에 아직 퇴실하지 않은 거주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연구참여자 리계화의 말에 의하면 많은 기숙사동 중

에서 906동이 격리시설로 선정된 이유는, 906동은 방학에 임시퇴거하는

학부생들이 많아 원래 유동량이 크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연수생이

나 방학에 임시 거주하는 학자들을 수용하는 동이기 때문에 격리시설로

서의 여건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사태가 긴박한 만큼 906동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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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스럽게 격리시설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아닌 사생들도

여직 남아있게 되면서 동 안에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시설 사용 규정도

불가피했던 것이었다.

연구자는 리계화에게 906동이 격리시설로 된 데에 기존 사생들의 반발

이 없었냐고 물었다. 리계화는 906동이 기타 학부생 기숙사에 비해 호실

내부와 시설이 좋기 때문에 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만족도도 다른

동에 비해 높은 편이여서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

러나 각 동의 불만 제기는 동 조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리계화도

정확한 정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기숙사 측에서는 아직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격리호실을 산발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몇 개 층에 집중해서

배정하였다. 그러나 교차 감염이 발생할 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하

여, 한 번에 한 층의 많은 호실을 지정하지 않고 주차를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원인이었던 건지, 연구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

도 건물 내부와 층 복도가 몹시도 고요하였다. 마치 서로 눈치 게임을

하듯이 누군가를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다만 매번 906동의 복도를

채우는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또 한명의 격리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림미인이 제공해준 자가격리 기간 일기

2월 9일(일): 창밖으로 새 울음소리, 난방이 돌아가는 요란한 울림, 축구

공이 차지고 잔디밭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현 시각의 공기를 가로지르는 것은 오직 키보드가 두

드려지는 소리이다.

2월 12일(수): 입주한 첫날부터 매일 밤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듣는다. 또

한 명의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이겠지. 또 하나의 14일이겠지.

비록 학교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 전체를 대상하여 격리동을

운영하였지만 현실적으로 906동에서 자가격리를 거친 학생은 거의 중국

인 유학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전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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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한국에 본가가 있는데 굳이 교차 감염이 발

생할지도 모를 기숙사 격리동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교차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을

통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 비록 다들 중국에서 반자발적, 반강제적으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다들 어느 정

도의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숙사 측에서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격리시설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과 함께, 2

월 중순부터 한국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병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

였고 세계 각지도 코로나19가 점차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교 측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유학

생들 사이에서 906동은 중국인 유학생 전용 격리동이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왕웨이: 학교에서 잘 대처하지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중략] 유일하게

부족했던 게, 그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상황

이 더 심했는데, 그들이 유럽과 미국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저는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서 그나

마 하나,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들이 이것을 인

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격리시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옮겼고

906동에서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호암교수회관으로 이

송했다. 906동은 개강에 맞춰 기숙사생들을 들이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일반 기숙사동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가격

리 중에 이 사실을 접한 중국인 유학생 왕팡팡은 비록 호암교수회관에서

의 격리는 906동과 달리 체계적이고 음식도 무료로 제공해줘서 좋았지만

격리 장소를 옮기는 과정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왕팡팡: 일주일 격리하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국가에서 상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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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상관 안 하니까 다 혼자서 하는 거죠. 혼

자 기숙사에 가서 이불하고 다른 것들 챙기고, 번거로웠어요. 그

리고 일주일 후에 또 바꾸니까. 그 호텔에 가니까 또 짐을 옮겨

야 해서 엄청 피곤했어요.

그러나 호암교수회관으로 옮긴 후 중국인 유학생들 단톡방에 뜻밖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부터 대구에서 건너온 학생들도 교수회관에

서 함께 격리한다는 것이었다. 격리 대상에 대해 알게 모르게 의구심을

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제야 마음의 형평성을 찾는 듯해 보였는데,

이 같은 조치의 실시에 대해 리계화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리계화: 늦은 거였어요. 초기에 [기숙사 관리자분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

하는 게 늦었어요. 지금은 당시 조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는 저도 왜 아직까지 대응 방안이 없는지, 기숙사생들이 여러

가지를 묻는데 [조교들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는 대표조교가 여럿 날

동안 낮에도 출근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다 저녁에 출근하는데.

며칠 동안 출근하고 야근하고. 다들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때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왔다

는 거에 정체되어 있었어요. “우한이 위험하다”, “중국이 위험하

다”, 그랬죠. 그래서 대처가 신속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나중

에는 다 대구도 포함해서, [입주 시 설문조사] 질문들이 다 “중

국 또는 대구 지역에서 왔냐”는 식으로 변경됐어요.

한편 자가격리자들은 14일의 격리기간에 매일 몸 상태와 체온을 기숙

사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을 통해 보고할 것이 요구되었었다. 그러나 매일

체온을 재려면 체온계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

하기 전에 소식을 받지도 못했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었다. 다행

히 기숙사 측에서 906동 매 층 취사실의 상위에 격리자들이 하나씩 챙겨

갈 수 있게 몇 개의 체온계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기숙사 측의 ‘의도’

와 달리 이 체온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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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걸 : 굉장히 이상(奇葩)했던 건 학교에서 우리들에게 체온계 하나를

줬는데, 이렇게 큰거였어요. 그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건 학교

가 일처리를 좀... [중략] 그 체온계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양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돼지 키우거나 닭 키우는 사람

들이 실온을 재는 그런 거. 아니면 동물들의 체온을 재는 그런

체온계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니까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이

게 아마 제가 경험했던 제일 역겨웠던(很恶心到的)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연구자: 그 체온계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

어요?

류걸 : 제 친구가 화학을 전공하는데, 그냥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

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실험실에서 쓰나 봐요, 잘은 모

르겠지만요. [중략] 그 친구가 위챗 모멘트(朋友圈)를 보다가 이

상했대요, 왜 우리한테 이런 체온계를 주는지.

연구자: 아, 그 친구가 모멘트보고 말해준거예요?

류걸 : 네. 저 스스로도 좀 이상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연구자: 체온계가 그런 용도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뭐였어요?

류걸 : 욕하고 싶었어요. (웃음) 학교도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한순간에

체온계를 찾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진짜 물품들이 너무

없었으니까. 마스크도 없고 체온계도 빨리 팔리고 그래서 아마

학교가 급히 이만큼 마련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학교 이공계 실험

실에서 쓰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안 주느니만 못해요.

[그림 7] 906동에 비치된 체온계



- 100 -

이 체온계를 보는 순간부터 이상함이 느껴졌던 것은 아마 체온계 눈금

의 범위 때문일 것이다. 체온계의 눈금은 영하 30도에서 영상 110도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사람의 체온 범주를 훨씬 넘어난 수치들이다. 또한 눈

금 사이의 간격은 1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람의 체온을 재기에 그

렇게 세심한 온도계도 아니었다. 연구자가 14일 동안 체온을 잴 때에도

36도와 37도 사이로 올라간 빨간 줄을 어림짐작으로 맞춰 보고해야 했

다. 그러므로 체온계를 들어보는 순간 이것이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온도

계가 아님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연구참여자 류걸이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구자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쿠팡

에서 검색된 이 체온계는 ‘유일 아날로그 유리막대 온도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그림과 똑같은 110도 모델의 가격이 2,200원으로 나

타났다. 네이버에서 ‘가정용 체온계’를 검색하면 나오는 웬만한 제품들이

다 3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자의 추측이지만 학교에

서 자가격리자 매 사람에게 배분해주기에 경제적으로 알맞은 제품이라

생각된다.

온도계는 비록 체온을 재기에 그다지 세심한 제품은 아니었지만 적어

도 발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못할 제품도 아니었

다. 그러나 “안 주느니만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체온계에 불만을 품는 이유는 역시나 이 체온계가 위치한 공간과 상황적

맥락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906동이란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체온계로 사용

하지 않는 온도계가, 그것도 실험실에서 사용한다는 ‘증언’도 있는 온도

계가 체온계로서 비치되었다. 상품평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온도계를

캔들을 만들거나, 요리할 때 온도를 확인하거나 또는 실내온도를 측정하

거나 아니면 동물의 체온을 잴 때 사용하고 있었다.

온도계는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라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느니,

그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냐느니의 여러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순간에 등장한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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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는 마치 그들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와 같

았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일반적이지’ 않은 온도계의 등장은 그렇

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고개 숙인 중국인 유학생들

2020년 2월 14일(금) 림미인 일기

입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아니면 내가 [격리]기숙사에 있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복도에서 다른 학생이나 일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마주칠 확

률도 높아졌다. 세탁하러 내려갔을 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뵙게 되어

인사를 하였다. 아주머니는 나를 한 번 보고는, 머리를 끄덕였는지는 기

억나지 않지만, 아무 소리 없이 돌아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내가

불결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격리’의 근본 요인은 ‘오염’이

다. 타인의 시선은 주목받는 사람의 행위와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요

며칠 만난 중국 학생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린 채 황급히 지

나갔다.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람 눈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2020년 2월 906동에서 자가격리했던 중국인 연구참여자 림미인이 제공

해준 당시 일기이다. 일기 속 내용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바로 몸을

움츠린 채 황급히 지나가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묘사이다. 다들 자신

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몸을 움츠리고 지나갔지만 림미인의 눈에

는 그런 중국인 유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아마 그 역시도 중

국인 유학생으로서 스쳐 지나가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과 같은 심정이

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신종바이러스

에 대한 진실공방은 물론이고 중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다.

그와 동시에 해외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노골적 경멸 심지

어 직접적인 증오범죄 사례들이 고스란히 중국인들에게 전해졌다. 비록

중국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공분하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

고 당당하게 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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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이주자들, 대표적으로 유학생들은 자

신도 이러한 차별적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혹시 모를 상황

에 늘 대비하며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 이

런 환경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

들 눈에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들의 뇌리에는 날카로운

‘정보’로 각인되는 것이었다.

장민 :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민감했어요. 그때 우한이 일이 터졌을 때

민감했어요. 만약 누가 저한테 “중국에서 왔어요?”라고 물으면

저는 좀 당황했어요. 조금은 그랬어요. 저를 다르게 볼까봐서요.

리슈잉: 그니까 그들이 제가 중국인이라서 저를 오히려 멀리하고 싶어하

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막 들어왔을 때 한국이 엄청 심각하고 반

중 담론들이 대대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길 걸을 때 중국어를

큰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인정해요. 이건 제가 인정하

는데, 그들이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볼까봐 무서웠어요. 이건 제가

인정해야만 하는 부분이에요. 저 스스로도 저를 차별했어요. 차

별이라기보다, 차별 받을까 봐 걱정됐는데 근데 동시에 저도 그

들과 같아진 거죠. 제가 이 심리를 발견했을 때 사실 저 스스로

도 한심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성은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알려주는데, 나는 너희들이 격리를 필요로 하

지 않을 때도 나 자신에게 책임지고자, 너희 국가 사람들한테 책

임지고자 알아서 격리하고, 늘 손 세정제 들고 다니고 한국 사람

들이 그렇게 알콜 뿌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철저

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본 게 많아서 걱정됐나 봐요, 저도

그런 미친 사람들 만나게 될까봐. 친한 친구랑 밖에 나갈 때도

큰소리로 중국어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왜냐

하면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중국어 할 때 그들이 봐요,

딱 들어도 외국인이니까요, 근데 차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다

른 사람들이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볼까봐 무서웠어요.

왕팡팡: [학교 포스터에] 중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국 두 글자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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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니까 느낌이 중국 유학생을 겨냥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고 생각됐어요. 문에 중국유학생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중략] 저는 비교적 예민한 편에 속하는데, 금방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실 저는 마스크의 색깔에도 비교적 민감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하얀색 마스크를 쓰

고, 중국 사람들은 파란색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국내에서 들

어오니까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어쩔까 봐[다르게 볼까 봐] 걱정

이 많았어요. 진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막 도착했을 때 그

랬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파란색 마스크를 별로 쓰지 않아

요. [파란색 마스크를 쓴다고] 어쩌지는 않는데 그냥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고프만이 제시한 낙인찍힌 집단이 사회적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 중에

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어 하지 않기, 파란 마스크 쓰지 않기 등의

실천을 통해 정체성 비가시화를 선택했다. 리슈잉이 말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도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19가 터진 후 세계적으로 중국인을 향한

혐오의 시선과 그로 인한 폭행 사례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리슈잉의 경우 서방에서 유학하는 친구로부터 그러한 사건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한국인 연구참여자들 중 중국인 유학생과 친분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중국인들은 당당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당당함마저 앗아가 버릴 만큼 이들에게 큰 충

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몸을 이토록 움츠러들게 만든 것은 비단 중국인 유

학생들 스스로가 ‘혐오 당할 가능성’에 불안해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국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후 한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직

접적인 혐오와 폭행의 소식이 별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공론장을

통해서 확산되는 혐오 분위기와 일상에서의 은밀한 회피는 부정할 수 없

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진달희: 한국의 분위기는 중국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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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특히 식당,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일

제히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

는 사람을 보게 되는? 빨리 먹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

아요.

리계화: 그냥 주위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다들 알게 모

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하필 중국인가 싶어요. (웃음)

한풀잎(韓): [기숙사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혐오를] 제가 직접 목격하지

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표현을 대놓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

데 사실 저는 좀 무서웠어요. [감염자가] 있을까 봐. 생길까 봐

많이 무서웠어요. 지나가는. 사실 사람들끼리 많이 부딪힐 일은

별로 없거든요. 세탁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만나면 중국

인들이 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여요 표정이. “어? 혹시?” 걱

정되는 거죠, 걱정. “어? 이 공간이 폐쇄됐는데” 근데 한 편으로

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티 날까봐 엄청 조심하더라고요 오히려.

“어, 걱정은 되는데 이거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 이게 다

보여요 얼굴에. 그때는 마스크 그렇게 안 썼으니까(웃음). 그래

서 정말 신기하다. 오히려 정말 표현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놓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기숙사에 화

이트보드가 있는데 일층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별거 다 써놓거든

요. 거기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의외였어요. 진짜

다 보여요. 그런 모습이. 찰나의 표정 변화들이(웃음).

과학 저널리스트 대니얼 맥닐(Daniel McNeill)은 얼굴은 소중한 정보

를 제공하는데 이 신호는 인종, 문화, 국경을 넘어 세계를 하나로 묶을

만큼 보편적이라고 보았다. 맥닐은 인류학자들이 주장한 문화가 언어를

결정하듯 얼굴도 결정한다는 문화 결정주의를 부정하였는데,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표정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을 부정하고자 진행한 실험에서

오히려 얼굴은 기쁨,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슬픔 등 여섯 가지 기본

신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2003[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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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03).

그러나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J. Geertz)는 영

국의 철학자 길버트 라일(Gilbert Ryle)의 윙크와 눈꺼풀 수축에 대한 논

의로부터, 한 번의 눈 깜박임이 단순한 눈꺼풀의 수축이었는지 아니면

모종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수행한 윙크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의

의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인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09[1973]:

14-17). 다시 말해, ‘눈 깜박임’ 행위에 대한 눈을 깜박인 주체의 의도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인식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어츠는 결국 ‘눈 깜박임’이 윙크냐 단순한 눈꺼풀 수축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것을 행하고 보는 사람들 속에 내재된 각각의 문화적 의미구조

에 의해 해석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맥닐의 주장과 기어츠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가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사람의 논의는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상 및 학교 내부에서 형성

되고 있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맥닐의 주장처럼 얼굴이 보편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면, 중국인 유

학생과 한국인 학생 모두 중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회피적인 태도를 감지

했기 때문에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기어츠의

주장처럼 모종의 행위는 그것을 행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미구조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라면 한국인 학생(한풀잎)과 중국인 유학생(진달희

와 리계화)의 공통된 인지는 두 집단의 당시 분위기를 해석하는 의미구

조가 일치함을 반증하기 때문에 역시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경계가 확

실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이 같은 표현의 의미 여부에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

인 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차별과 혐오 사건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때로 마음을 찝찝하게 만드는 경험들에 대해서 혐오를 확신하지 못

하고 스스로 예민한 것일 수 있다고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자

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마땅히 이성적인 태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속에서 크든 작든 상처받은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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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지 못한 판단’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혐오는 결코 없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주위 환경을 눈치로 살피며,

거리를 황급히 걸어가는 등, 중국인 유학생들의 움츠러들어 있는 몸이야

말로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낙인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

명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2절을 통해 선보인 논의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체로 ‘이

해할 수 있다’고 밝힌 이야기들이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비록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은 새로 등장한 감염병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들로 충분히 가

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왕웨이: 이런 일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한국에

서 발생했으면 우리도 한국인을 만났을 때 당연히 무섭다고 생

각하겠죠. 다 정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해해요. 저의 관

점으로는 이런 일들 정상적이죠.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차별과 낙인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경험에 대

한 이야기를 아래 3절에서 하고자 한다.

3. 우한 폐렴이라는 오명

본 절에서는 지속적인 ‘우한 폐렴’ 용어 사용으로 대표될 수 있는, 코

로나19 시국에서의 여전한 중국(인) 낙인찍기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

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사태 초기가 아닌, 중국에서 사

태를 진정시키고자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쏟으면서 실제로도 그 효과가

이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또한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그 원죄를 여전히 중국에 부가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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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심각한 낙인이라고 호소하였다. 아래 각 소절을 통해, 중국인 유

학생들이 지속되는 ‘중국 마녀 만들기’에 대한 반박을 전하고자 한다.

1) 명칭과 낙인화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에 가하는 가장 심각하고도 의도적인 낙인화로

‘우한 폐렴’ 또는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명칭을 꼽았다. 코로나19 사

태는 중국 우한시에서 보고된 ‘원인 모를’ 폐렴을 시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었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인으로 발견되면서부터는 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이 신종 전염성에 공식 명칭이 생긴 것은 2020년 2월 11일 WHO가

신종 감염성 질환을 “coronavirus disease (COVID-19)”로 명명하였다고

공식 선언하면서부터였다94).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

(virus), ‘D’는 질환(disease)의 약자이고, ‘19’는 질병이 처음 발병한 2019

에서 따온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정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번역하고 주로 “코로나19”로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다95). 그러나

이 같은 정식 명칭이 생긴 후 일각에서는 WHO가 정식 명칭에서 중국

과 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

오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김수경 2020: 33). 그들은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실제로 지역 이름이 들어간 질병 명칭이 많은

데 왜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그 지역명을 쓰지 않는지에 대

한 의혹이었다.

94) World Health Organization, “Nam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the

virus that causes it,”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

-2019/technical-guidance/naming-the-coronavirus-disease-(covid-2019)-and-the-vir

us-that-causes-it#:~:text=The%20International%20Committee%20on%20Taxonomy,t

wo%20viruses%20are%20different.>.
95) 연합뉴스, 2020.02.12., “신종코로나 한글 명칭 '코로나19'…영어 명칭은 'COVID-19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

&aid=0011395543>.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technical-guidance/naming-the-coronavirus-disease-(covid-2019)-and-the-virus-that-causes-it#:~:text=The%20International%20Committee%20on%20Taxonomy,two%20viruses%20are%20different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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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이번 감염병의 명칭을 COVID-19이라고 정식화 한 배경에는

사실 2015년에 발표한 질병 명칭에 대한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WHO

는 “새로운 인간 감염성 질환 명명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모범적 실

천”96)이라는 문건을 통해, 질병 명칭에 의한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고 문화, 사회, 국가, 지역, 전문가 그리고 민족 집단에 대한 모욕

을 피하기 위해 질병의 명칭에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

므로 2015년부터는 낙인과 오명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일체 명명은 WHO

로부터 제창되지 않았던 것이다.

진솔이(韓): 일단 ‘우한 폐렴’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혐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특정 지역의 이름을 바이러스에 붙인다거나 하는 거는 비

윤리적인 거든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돌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인 혐오를 드러내는] 첫 번째라고 생

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스페인 독감은 사실 1900년대 초반

아닌가요? 저는 이걸 동시대에 놓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918년에 발생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을 처음 들

었을 때 ‘우한 폐렴’과 같은 맥락으로 스페인에서 독감이 처음 발생했다

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독감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

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다.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된

데에는 당시 스페인만이 이 병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였기 때

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질병의 이름에 특정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오히

려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더욱

양산하고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 공간에서 ‘우한 폐렴’이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오히려 이 용어가 중국에 대한 낙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는

9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05.15., “World Health Organization Best Practices

for the Naming of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https://www.who.int/publicati

ons/i/item/WHO-HSE-FOS-15.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HSE-FO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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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더욱 많다. 심지어 그러한 효과를 조장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WHO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음에

도 ‘우한 폐렴’과 ‘중국 폐렴’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이유로는 코

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2020년에 미국의 대

통령이었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이 같

은 명칭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에 불을 지폈는데, 당시 트

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바이

러스’가 부르는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였다97). ‘책임

론’을 이유로 낙인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되어 온 명칭들을 사용하겠

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당 용어들이 단순히 감염병을 지칭하는 작용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에 낙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선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그 표현으로 인해 낙인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을 나타낸 개인과 그것을 듣는 개

인 모두 다른 감정과 인지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된 집단 중

상당수가 낙인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표현은 낙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한 폐렴’에 대해 대다수의 중국인 유학생들

은 ‘낙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류수란: 대부분 이해하는데,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건 ‘우한 폐렴’이

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정식

명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여전히 ‘중국 폐렴’

또는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무고해요. 우한이 폭발한건 제가 원한 게 아니

에요.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많은걸 짊어지게 된

건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략] 왜 이런 차

별 대우(歧视)와 모욕(侮辱)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

리가 뭘 잘못했나요?

97) 연합뉴스TV, 2020.03.19., “트럼프 ‘코로나19는 중국바이러스’ 연일 中책임론,” <http

s://m.yonhapnewstv.co.kr/news/MYH20200319019400038>.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003190194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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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이 처음부터 ‘우한 폐렴’을 모욕적인 명칭으로 인식했

던 것은 아니었다. 뭐라고 지칭해야 할지 몰랐던 사태 초반에는 중국 내

에서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이것이 낙인으로 다가온 것은 국제적 기구인 WHO가 명칭을 제정하고

기존 명명법의 낙인 효과에 대해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

전히 그 명칭을 사용한 시점에서부터였다.

2020년 5월에 중국인 유학생 단톡방에 하나의 제보가 올라왔다. 왜

90*동의 엘리베이터에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지가

붙어있냐는 것이었다. 이 제보에 대해 몇 명의 유학생들은 사실 그곳뿐

만 아니라 학교 내에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이 명시되어 있

는 포스터들이 존재한다고 불편함 감정을 내비쳤다. 연구자와 같은 중국

인 유학생 단톡방에 있는 리슈잉도 이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

하였다.

리슈잉: 초기에는 그렇다고 해요. 초기에 세계위생보건에서도 우한폐렴이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코로나에 학명을 만

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이해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물건을 떼지 않고 계속

놔두고, 우리가 일어서서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거기에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화가 났어요. (웃음)

[그림 8] 2020년 5월 31일,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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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은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이 제정된 지 3개월이 넘어가

던 시기였고,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병지역이었던 후베이성과 우한시에 대한 봉쇄도 해지된 이후의 시점이

었다. 그러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이 코로나19를 진정시키고자 부

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어있는 저 안내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2) 떼어지지 않는 포스터들

2020년 9월, 리슈잉씨와 면담을 끝낸 후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자 학

부생활관 919동의 식당으로 향하였다. 가을에 들어서다 보니 햇빛이 화

창하면서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이 기분을 한결 좋게 만들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나눈 직후였던 터라 적당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가을 날씨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식당 문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가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침 면담을 하면서 한동안 기숙

사에 걸어져 있었던 ‘우한 폐렴’ 안내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타

이밍 좋게도’ 비슷한 맥락의 포스터를 또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9] 919동 식당 문에 붙어져 있는 “교내 출입 금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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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의 텍스트만 해석하면 굳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 2주 이내에 외

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교내 출입 금지 대상이 맞다. ‘중국’도 대상자이니 포스터가 사

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 넘은 시점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19로 시름시름 앓

고 있는 시점에, 학교 내에 여전히 ‘중국’만이 명시되어 있는 이 같은 포

스터가 공공연히 붙어져 있다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림미인: [코로나19에 관해] 특별대우를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

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요. 근데 신경도 쓰이죠. 따로

걸러내진 느낌(被单独挑出来的感觉)이 들어서요. 근데 나중에 계

속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다

른 나라들도 사태가 심해졌을 때도 여전히 같은 내용의 포스터

를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중국이지? 그때 중국에서

이미 사태를 진정시켰고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도 대부분 자가격

리를 거친 사람들인데 왜 포스터에는 여전히 중국만을 가리키고

있지? 대구나 다른 나라들은 쓰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림 10] 902동 & 905동 포스터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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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슈잉은 “우리가 일어서서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거기에

붙어져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식당 문에

붙어져 있는 포스터를 본 후,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숙사 곳곳

에 있는 이 포스터가 언제까지 붙어져 있는지 계속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2021년이 되어도 리슈잉의 말처럼 포스터들은 여전

히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었다.

매년 2월 말, 3월 초는 대대적인 기숙사생들의 퇴거와 입주가 이루어

지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겨울방학 끝자락에는 서울대 기숙사의 내부 구

성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지와 안내서들이 대거 갱신되기도 한다. 연구자

는 2021년 2월말부터 3월 초까지 매일같이 기숙사 속 포스터가 여전히

붙어있는지 확인하였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내판의 공지들이 모두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는 동안 저 포스터만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

다. 2021년 4월 중순까지도 그러했다.

장민 : 우리 기숙사 거기, 중국 방문 후 코로나 어쩌고어쩌고 하는 그

종이 아시죠? 그 종이 아직까지 거기에 붙어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반년 넘

게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붙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때에 갱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져 있어요. 솔직히 매일 보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전에 단

톡방에서도 다들 말했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가고, 이제

중국 본지에서 새로운 확진 사례가 없는데 왜 아직도 있냐고요.

그냥 어찌하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就给人

一种就是翻不了篇的那种感觉).

포스터가 주는 낙인 효과는 바로 중국인 유학생 장민이 말한 대로, 시

간이 아무리 지나도 중국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

인사살’ 시켜준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중국이 아무리 자국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도 중국 밖 사람들에게 전혀 전달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기숙사 곳곳에 붙어져 있는 저 포스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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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를 여전히 목격할 수 있다

는 사실이 그런 낙인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었다.

[그림 11] 학교 안 포스터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제작된 포스터들이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반영해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중국인 지인은 연구자와의 통화

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의 방역을 믿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만

큼 중국인들도 중국 밖의 사람들이 중국에서의 방역 효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억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소절에서는 이처

럼 ‘중국 방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중국 방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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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비자 신청이 복잡한 편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사이트로의 접속이

제한적이어서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야지 가능하며, 중국의 언론이

국가 기관 산하에 있는 등등의 사례에서 사람들의 비판적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초기 리원량(李文亮) 의사를 선두로 하여,

감염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의사들이 우한시 공안국으로

부터 징계 처벌을 받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중국 정치체계에 대한 외부

의 평판이 어떠하든, 대다수 중국인들은 대체로 중국 밖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을 실천하며 삶을 영위해간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에서 만큼은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계가 중국 내의 질병 확산을 보

다 빨리 제압한 요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진행됨에 있어서 중국은 늘

‘수치 조작’이라는 의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중국에서의 사태가

많이 진정되어 때로는 본토 확진환자 0명을 기록하면 이 같은 의혹은 더

욱 제기되었다. 비록 중국에서 무증상감염자를 확진환자로 분류하여 기

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내부와 중국 밖 국가들 사이의 차이가 존

재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 중국에 대한 불신이 단지 무증상감염자의 분

류 때문에 제기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휘준(韓): 아무도 안 믿죠. (웃음) 명백히 안 믿죠. 왜냐하면 거기 우한

이 제가 알기로는 남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아무리 중국 정부가 열심히 통제한

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일테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들이 중국이

한 번은 속였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표는

안 믿겠다.”라는 것이 명확히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그걸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여러 나라들이 뭐 어

떤 그래프의 양상을 띠는데 “중국만 확진자의 추이 양상이 다르

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중국은 다르게 갔다”, “이

거는 조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뭐 “중국이 분명히

확진자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게 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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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중국은 인구가

많고 한국보다 훨씬 많은 나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금 있는

게 퍼져 나가고 퍼져 나가고 아직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인데 중

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게 쉽겠냐? 그건 믿을 수 없다.”라

는 입장인거죠.

한국인 연구참여자 김휘준이 전해 준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믿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코로

나19가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사태를 은폐했다

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의 기본적인 인구수와 국가의 규모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중국이 주장하

는 만큼의 방역을 구축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의 방역을 불신하는 이 같은 주장에 중국

이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그 자체

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리슈잉: 얼마 전에 우한에서, 지금 우한은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대형

맥주 축제98)를 열었고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몇 날 며칠을

노는 그런 식이요. 사실 한국뉴스를 안 봤다면 “아, 우리는 지금

괜찮고 오랫동안 답답하게 있었으니 떠들썩하게 경축해야지.”,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사의 댓글에서

“아, 너희들이 지금 괜찮아졌지만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

히 겪고 있는 걸 생각할 순 없겠냐?”고. “이 문제는 아직 존재하

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가족을 잃고 아직 슬픔에 잠겨

있는데 너희들은 축제를 하냐?”고. 음…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내적 갈등 중이에요. [왜냐하

면] 또 다른 심리로는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가 컨트롤 잘 했

고 우리가 아주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잘 했는데, 그렇게

98) 2020년 8월에 개최된 우한시 맥주 축제는 한국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뉴스화 되었

다. 그 중 하나로, JTBC가 8월 24일자에 보도한 “중국 우한, 수영장 파티 이어 '맥주

축제'…10만 명 몰려,” 뉴스를 참고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

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458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4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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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전국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오랫동

안 수고했는데 왜 축제를 못해? 왜 안 돼? 너희들은 지금 매일

확진환자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건 너희들이 아직도 호텔, 예

를 들면 식당에서 마스크 마음대로 벗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여전히 다 하니까, 그때 우리가 치렀던 대가만큼 치르지 않았잖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대구에서 확진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때도 대구를 봉쇄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킬 때까지 우한시와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하였고, 중국의 기타 지

역에 대해서는 봉쇄에 버금가는 ‘반’봉쇄 조치를 실시하였다. 공항을 폐

쇄하지 않았지만, 시내에서의 대형 쇼핑몰, 마트, 공공 교통 그리고 공공

장소들을 모두 폐쇄하고 식재료와 일상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들

만 운영하도록 하였다.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일체 정지하였고 회사도 무조건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였다. 말

그대로 중국은 늘 제기되어 왔던 강력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행사했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 아래 중국인들은 여러모로

희생을 감수하며 오로지 확진환자 감소에 전력을 다해 되도록 빨리 안정

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인들한테는 이 모든 것이 사태의 전선에서 밤낮없이 일

하는 의료진, 관계자들 및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가계를 닫음으로써’ 정

부의 방역을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살 깎는 희생으로 얻어낸 소중한 일

상이었던 것이다. 확진환자 감소를 바라보며 중국인들이 다른 측면의 희

생을 감수했다는 사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방역에 대한 세간의 불

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2020년 8월 15일 한국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국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맞닥뜨려야 했다. 그

러나 이 시기가 마침 한국이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지한

8월 10일과 며칠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입국금지를 해지했

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또 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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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한국의 공영방

송국 KBS [팩트체크K]99)에서는 2차 대유행이 후베이성과 관련 없는 2

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로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우

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및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

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열흘 동안 우한에서 입국한 총 13명의 한국인은

모두 의무적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때까지 이들 중에서 확

진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광화문 집회가 열릴 당시

중국 후베이성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 때

문이라도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2차 대유행

이 중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장강하: 어이없고 정말 화가 났던 게, 8월에 한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

해] 제한을 풀어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폭발한 게 우

한이 그래서 그렇다.” 그건 보고 진짜 거리에 나가서 욕하고 싶

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국내에는 다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어불성설(颠倒是非) 이잖아요.

특히 장강하는 우한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여론을 지켜보기가

더욱 답답하였다. 실제 우한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들이 이제는 많

이 안전해졌다고 호소하는데 외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안전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Ⅱ장에서 후베이성 유학생들의 이야

기를 통해 말한 바 있듯이, 이들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6월에 제일 빠른 날짜를 예매해도 9월행이었다. 이처럼

한국으로의 입국에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국 해지가 풀

리자마자 한국에 2차 대유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케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력한 조치

들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에 확진환자 한 명이 나타나도 아파트

99) KBS, 2020.08.21., “‘정부가 中후베이 입국 제한 풀어 코로나 폭발’…정말일까?,” <htt

ps://news.kbs.co.kr/news/view.do?ncd=452230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22305


- 119 -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일부 도시들에서는

다소 빈번하게 전시상태를 선포하여 비난을 받을 정도였으며, 외국에서

중국 들어간 사람이 14일간의 의무적 집중격리를 마친 후에 증상이 나타

난 케이스가 보도된 이후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21일의 격리기간을, 어떤

지역에서는 28일의 격리기간을 의무화하였다.

이토록 중국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안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의 방역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4. 직접적인 혐오의 부재

2장과 3장을 통해 보여준 이야기들은 모두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코

로나19 시국에서 느꼈던 낙인과 차별로 인한 중국인 혐오 현상들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이 같은 사례들 외에는 딱히 한국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중국인 혐오를 강력하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다

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혐오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

과 인식은 연구자가 연구계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것이

다. 이처럼 ‘중국인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담론이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19 시국에서 제일 강하게 언급되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실제 체감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직접적인 혐오를 경험한 적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이다. 2장과 3장에서

주로 논의했던 구조적인 낙인과 차별을 제외한, 일상생활은 큰 충돌과

대립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림미인: 학교는 전체적으로 관용적인 분위기라고 느꼈어요. 아주 급진적

인 반중(反华) 감정은 못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별로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다들 학생이기도 하고. 제가 느낀 배척 감정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모멘트(朋友圈)를 통해서 본,

[사람들이] 올리는 내용들도 많이는, 예를 들어 서울대 총장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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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우호적인 표현을 해주시고, “함께 곤란을 이겨내자.”라든가

“중국인 학생들을 차별대우 하지 말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 [라

고 말하기도 했고요]. 서울시 시장도 [그랬고], 제가 접촉한 거는

보다 긍정적인 거였어요.

2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여부가 큰 논쟁거리가 됐을 때 한국의 교

육부 장관은 “중국 유학생도 모두 우리의 학생”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유

학생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보다는 신뢰를 보여줄 것을 피력하였다100).

서울대학교에서는 “우한 자요우(武汉加油, 우한 힘내세요)”라고 적힌 플

랜카드를 기숙사 측에 걸어두어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에 응원과 지지를

보냈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첨가하여 혼란스러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

였다. 아래는 당시 연구자의 지인이 찍은 “우한 자요우” 현수막 사진이

다.

[그림 12] 대학원 기숙사 식당 위 “우한 자요우” 현수막

뿐만 아니라 기숙사 측에서는 사태 초기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련의 조

100) 중앙일보, 2020.02.13., “대학 기숙사 찾은 유은혜 ‘중국 유학생도 모두 우리의 학생

’,” <https://news.joins.com/article/23705545>.

https://news.joins.com/article/237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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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구체적인 불만을 인지한 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개선의 의지가 강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는 여름방학에 906동이 또 다시 기숙사 격리 시설로 재가동 되었을 때

식사 제공과 같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학내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해줬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101). 현장에 방역 일원으로 있었던 한국인

연구참여자 박정호는 무더운 여름날 방호복으로 ‘무장’한 채 격리시설 업

무를 본 것은 보람찼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사태 초기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빨리 정확한 소식을 전하고

자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에서는 중국의 위쳇으로 “서울대학교 중국 유학

생 코로나19 속보 단톡방(首尔大学中国留学生疫情速报群)”을 개설한 후

단톡방 가입 안내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역시 2020년 3월 1

0일에 해당 메일을 받아보았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 및 서울대학교의 각 조치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감사

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에 의한 중국인

혐오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코로나19는 워낙 유례없는 전염병이기 때문

에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되던 시기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서는 중국인을 향한 직접적인 폭행 사건은 거의 없었다.

왕웨이: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정상이

에요. 그들의 가진 그만한 식견의 상한선으로 본다면, “아, 중국

에서 이 병이 터졌으니까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

겠구나. 다 이 병균을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그건 그들이 진짜

로 중국에서 나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중국에서 나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니까요. [중략] 상당히 힘든 거

죠. 일반 사람들은 못 나와요.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히 안

101)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총동창신문, 510호 2020년 9월, “관악사 지키는 코로나 어벤

저스,” <https://www.snua.or.kr/magazine?md=v&seqidx=9654>.

https://www.snua.or.kr/magazine?md=v&seqidx=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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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근데 그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 우려를 하게 되겠

죠. 이해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그다지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리슈잉: 그때 저는 코로나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폭발했으면 그들이 절대

미국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

론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절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

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도 계속 혐오했던 것 같아요. 단지 코로나가 더 좋은 핑계를 제

공했을 뿐이지. 그래서 네… (웃음)

지금까지 연구자는 Ⅲ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한국에서의 중

국인 차별과 낙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큰 배경으로 언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인 혐오’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맥락과 이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으로 머

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함을 느꼈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

을 알아보았다. 이어서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는 낙인과

혐오를 확신했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서술한 후, 끝으로 한

국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코로나19의 영향력

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지점은, 리슈잉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중국

인 혐오는 기존의 혐오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있

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중국인 혐오가 이미 성행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코

로나19 사태를 큰 작용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음 Ⅳ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 흐름 속에서 중국인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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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국인 혐오’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

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입장, 경험과

인식을 결부하여 한국의 ‘중국인 혐오’ 특징과 특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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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인 유학생 혐오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인 연구참여자들과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인

식을 결부하여 코로나19 전후 맥락 속에서의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 현

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혐오

를 경험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주

장해왔던 ‘직접적인 혐오 없음’의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다 심층적

으로 파악해본다. 끝으로, 코로나19 시기에 부상한 중국인 혐오의 새로운

특성 - ‘역겨움’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1. 중국인 유학생들의 혐오 경험 유형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에서의 혐오 경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

로 만연한 인터넷 댓글, 두 번째는 친구 및 지인들이 전해주는 간접적

경험, 세 번째는 그 자신이 실제 일상에서 직접적인 혐오를 경험하는 경

우였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게 각각 다른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인

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반면 현실 생활에서의 혐오 경

험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혐오표현 경험]

리슈잉: 네이버 댓글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좋은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요. 힘들어요. 자세히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이리저리 돌려가

면서 중국 욕하고. 처음에는 미친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왜냐하

면 우리 중국 웨이보[微博]에도 키보드워리어[键盘侠]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해소할 수 없으니

까 인터넷에서만 그렇게 푸는 거죠. [네이버 댓글 쓰는 사람들

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이버

보고 웨이보 댓글 보면서 비교해보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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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홍수가 났잖아요. 폭우도 내리고, 한국에서도 이걸 보도했

어요. 아래 댓글들이, 참, 천벌 받았다고. 다 이런 말들인 거예요.

“천벌을 받았는데 반성해 보지 않아?” 그리고 며칠 안 돼서 한

국에서 홍수가 났어요. 한국의 두 당이 그 4대강 방수 그것 때문

에 계속 싸우잖아요, 그때 중국 웨이보에,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빵즈[韩国棒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래

도 많이 보이는 건 인류공동체라고, 우리 이웃이라고, 우리 이러

면 안 된다고. 중국에도 미친 사람들이 있지만, 어디를 가나 미

친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다

른 키보드워리어들을 비판하면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

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네이버에 돌아와 보면 아무런 [좋은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

요. 그저 인도주의 관점에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서 중국인 혐오를 확신하는 이유는 실

제로 한국 인터넷에서의 중국인 혐오표현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수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의 표현은 세 가지 측면으로 귀결될 수 있

는데, 첫째는 중국 관련 뉴스와 기사들의 댓글창이 중국인 혐오표현으로

도배되었다고 할 정도로 선플, 즉 좋은 댓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곧 중국과 중국인을

부정하는 공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여러 중국인 연구참

여자들은 이제 굳이 댓글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악플러의 존재를 무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왕팡팡: 댓글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그 후로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중국

에 관한 뉴스는 다 그렇잖아요. 특히 네이버의 기사에도 댓글이

있잖아요, 보면 절대 좋은 게 없어요. 지진이 났다거나 해도 댓

글에 다 죽으라고, 중국 사람은 죽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많이 욕하는 것이

‘짱깨’, 맞아요. 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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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없으니까

볼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과 관련성이 없거나 빈약한 기사나 콘텐츠에도

중국인 혐오표현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부러 혐오성 댓글을 피하고자 해도 인터넷을 사용

하는 한 완전하게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중국인 연구참여자

류걸은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구자: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댓글을 보게 되면 느낌이

어때요?

류걸 :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무런 관

계가 없는 내용인데 왜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사회 뉴

스에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중국에 관한 기사든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든, 중국과 중국인은

한국의 인터넷 공론장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나타난다. 중국인

이란 존재 자체가 낙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세 번째 이유이다. 그 심각한 수준은 중국인

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부터 체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짱깨’

를 들 수 있다.

‘짱깨’는 화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역사에서 출현한 혐오표현

이다. 한국에서의 화교의 사회적 위상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

화교 경제역량 견제 정책의 시행과 냉전 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

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시선 역시 매우

차별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화교들에게는 ‘대국인’ 대신 ‘때국놈’ 혹은

‘땟놈’, ‘짱꼴라’, ‘짱꿰’와 같은 경멸적인 호칭이 붙여졌다(박은경 1986;

장수현 2002; 박경태 2004). 현재의 ‘짱깨’는 이때 사용된 ‘짱꿰’에서 변형

된 용어로 보이는데, ‘짱꿰’는 ‘돈궤짝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

는 중국어 ‘掌櫃’를 음독(音讀)한 용어라고 한다(장수현 2002: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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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국인 혐오표현에는 ‘중국인이어서 욕한 것이 아니라 욕하

고 보니 중국인이다’, ‘역시 중국’ 또는 ‘중국이 중국했네’, ‘세계의 암적인

존재’, ‘made in China’, ‘바퀴벌레’ 그리고 ‘짱깨’와 ‘바퀴벌레’를 합성한

‘짱퀴벌레’ 등등이 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혐오표현은 단연 ‘착한 중국

인은 죽은 중국인’ 이라 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줄임말로 ‘착중죽중’이라

고도 쓰이고,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 또는 ‘착짱죽짱’이라고도 쓰인다.

최한석(韓): ‘중국인이어서 욕한 게 아니라, 욕해보니 중국이다’ 이런 얘기

가 있어요. 그만큼 욕할 거리가 다 중국에 관련된 거라는 거겠

죠. [중략] 혐오표현이 되게 많죠. 댓글만 봐도 짱깨짱깨 그러잖

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다.’

유명수(韓): 어… 제일 좀 강하게 느꼈던 건 이제 좀,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거친 말인데, 제 의견은 아니에요. (웃음) 제 의

견은 아닌데, 제가 들은 말 중에 ‘착짱죽짱’이라고 해서 진짜 엄

청난 비하죠. 딱 그 네 글자로 모든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무

슨 일이 있으면 또 그 얘기하고.

‘착장죽장’ 혹은 ‘착짱죽짱’은 중국인을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존

재로 치부하면서 중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표

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최대의 유대인 단체 Anti-Defamation League

는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ADL 2018; 홍성수 2018: 84에서

재인용)를 제시하며, ‘혐오’의 제일 꼭대기에는 특정 집단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집단학살(genocide)’이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 맥락

에서 ‘착장죽장’ 표현의 사용은 이미 그들이 중국인을 생각으로는 ‘집단

학살’ 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중국인 혐오표현

으로부터 혐오를 인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서술한 리슈잉

과 왕팡팡처럼 댓글에 분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

도 악플러들이 많기 때문에 악플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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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으로만 간주하고 현실 생활에서 의미를 찾으면 된다는 중국인 유

학생들도 있었다. 아래 왕웨이는 그 후자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이다.

왕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댓글에서 말하는 게, 지금 악플

러나 키보드워리어처럼, 그가 댓글을 남기는 이유 하나는 그 문

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겠죠. 저처럼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으

면 댓글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거기에 비교적 정확한 건의를 남기는 데 관심이 있죠. 어떤 사람

들은 그냥 일상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이 밖에서 받은 스

트레스 같은 걸 쏟아내기 위해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면 시원해지겠죠. 근데 저는 이건 무능력하고 나약한 표현이

라고 생각해요. [중략] 아직 충분히 바쁘지 않아서, 한가해서 그

런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바쁘면 [집에] 돌아가서 그냥 누워서

자지, 뉴스를 보는 것만도 괜찮아요. 누가 정신이 남아서 댓글을

남기나요. 그러니까 모두 한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

부 사람들은 급한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중국인 유학생들의 인터넷 혐오표현으로부터의 혐오 인지 양상이 이처

럼 분화적인 모습을 띠는 이유는 이들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으로, ‘익명성’의

보호를 받는 네티즌들은 ‘나’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동시에 상대

방의 신분 역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시선에

서 인터넷에서 혐오를 가하는 사람들은 형체가 없는 형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터넷이 오랫동안 가상으로 여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

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현실 일상에서 인터넷 여론과의 차이를 경험했을

때, 인터넷은 더욱 가상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갈명: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다른 SNS를

못하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 밑

에 댓글을 보고 저는 참, 이 나라에 실망할 정도로 좀 마음이 아

팠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한국]인데, 제가 이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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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받친 이 나라에서, 나중에 귀화까지 생각하는 이 나라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 너무 좀

이 나라 국민들한테 배신감을 당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르스 사태에서도 첫 환자가 한국인인데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중략] 치료비를 부담했는데도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생각할 수

가 있냐?’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친구들한

테 얘기를 했죠. [중략] 대부분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기서 댓

글 다는 사람들이 좀 수준이 없고 안 배운 사람들이라 신경 쓰

지 마.” 이렇게 위로해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하여 누군가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

지 않는 이상, 중국인 유학생들은 댓글만 보고 혐오자들을 확신할 수가

없다. 이는 지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간접적인 경험]

조일식: 중국을 반감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중립적인 사람도 있고 우호적인 사람도 있어요.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반중 세력도 있고 친중 세력도 있고. 그리고 선전적인

부분에 따라 민중이 편향적이기도 하죠. 근데 다 들은 거예요.

중국을 명확하게 싫어한다고 [다가온 것들은] 다 들은 거예요.

친구들이 말해요. 누구랑 다투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꺼져라

(滚出韩国).” 라고 했다든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다 들

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간접적인 경험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의 불가능성을

남겨두기도 한다. 경험을 말해주는 지인은 분명한 형체를 가진 실체이지

만, 전해 듣는 경험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 적어도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제3자인 자신이 지인들

이 말하는 일들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자격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거리를 두며’ 그 이상의 추측을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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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중국인 유학생들은 또 다시 실제 한국

에서의 중국인 혐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인들 중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가하는 사람이 없다면 혐오에 대한 이들의 인지는 아주

모호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도 많은 경우,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적인 혐오를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인 혐오 경험 없음]

류걸 :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인터넷에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인터넷에 [많은 건] 정상적이니까요. 악플러는 원래 많으니

까. 일상생활에서는 확실히 이런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보다 믿어요.

량일범: 실제로 만난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중국에 반

감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은 없어요. 아마 뉴스나 기사 같은 데서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기숙사에 살

때 “중국 파이팅(중국 자요우).”하는 포스터도 있었고요.

조일식: 기업에서 좀 차별대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활 부

분에서는 차별대우가 별로 없어요. 어디 들어가면 “아, 중국

인…” 이런 상황은 좀 불가능하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상대적으

로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조선족’이란 용어가 ‘중국인’이란 용

어하고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조선족 차별은]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그들과의 일상교류에서도 좀 체현이 되는 부분이에

요. [그런데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듯 ‘직접적인 경험 없음’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혐오에 대한 확신을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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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성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리문호: 애국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문제를

[감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문제

가]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잖아요. [중략] 역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제적 사회의 문제는 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유학 온 학생들은 아마 다들 자기만의 생

각과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학부생 이후의 과정을 밟는 유학생

들은 이성적으로 사회와 국제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

해요.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

리슈잉: 적어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엄청 공손하게 대우해줘요. 이 부분은 인정해요.

소양(素质)이 아주 높아요. [중략] 그런데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

르겠어요. 그들이 공손하게 대해주니까 저도 가끔 제가 너무 민

감한 건지 반성해요. 인터넷의 악플들을 현실생활에 끌어와서 거

리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면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이 문제를 반성하고 있어요.

인터넷 상의 표현과 현실에서의 경험 사이의 괴리. 혼란은 바로 이 지

점에서 시작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중국인 혐오를 생각할 때 제일 먼

저 상기하고 언급하는 현상으로 인터넷 댓글을 언급하지만, 동시에 댓글

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실제 한국에서의 일상과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지켜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림미인: 댓글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특별히 명확한 [혐오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코로나19 [초기]

때 한국 인터넷, 네이버에서 댓글을 봤었는데 문재인[한국 대통

령]을 욕하면서 중국도 같이 포함시키더라고요. 이게 제가 본 거

예요. 근데 예전에 언론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는 특정된, 성별이나 나이, 사회적 신

분에 따라서 특정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냥 부분적인 사람들의



- 132 -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모든 한국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구나.” (웃음)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특별히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젊은 한국 학생들?, 그들

은 특별히 강한 반중(反华) 정서가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에서 직접적인 혐

오를 겪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상은 대부

분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괴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불편했던 경험들을 자신의 ‘예민함’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을 야기하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험을 얘기할 때 늘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라는 특정한 표현을 앞머리에 붙이고 이야기

를 이어갔다. 이 표현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혐오’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경험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지우지 못하고 되새김질을

해야 했던 경험들을 드러냈다. 이것은 고프만이 이야기한 낙인찍힌 소수

자들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었다(어빙 고프만 2018[1963]).

왕팡팡: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비교적 예민한데, 저는

사실 한국인들이 중국인 보는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위생

적이지 않다거나 하는걸요. 지난 학기에 룸메가 한국인이었는데

저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당연히 생활습관에서 충돌이 생기는

게 이유지만, 저는 왠지 그 친구가 제가 중국인이라서 좀 반감을

가진다고 느껴졌어요.

최옥희: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SNS가 문제인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데 저한테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접촉하는 거는

SNS에서 “왜 입국금지를 안 하냐”고 엄청나게 그러고. 그게 실

질적으로 만나는 한국인한테서는 ‘SNS에서 보는 입장이랑 좀

다른 입장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소수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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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제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앞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

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저서 『스티그마』

에서는, 낙인찍힌 자가 소위 ‘정상인’과 서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때

정상인들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확신이 없

고 혹여 호의적인 범주에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낙인의 기준으

로 자신을 판단하며 낙인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2018[1963]: 30

-32). 특별한 관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에서도, 중국인 연구참여

자들은 전형적인 낙인찍힌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림미인: 특별히 관심주는데, 근데 약간 상대방의 관심이 어떤 건지 헷갈

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초기 때] 학교에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랑 말할 때 물어보는 첫 마디가 “집에 별일 없

죠?” 그리고 “집에 뭐 그런 분들 없죠?”라든가, “언제 오신 거예

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어

본 건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보이는 인사

였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선의에서 비롯됐든 아니든, 특별히

보살핌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웃음) 그냥 다른 학생들처

럼 특별히 주목받지 않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적어도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은 가상

이고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입장은

뒤집어져야 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혐오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의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에는 인터넷 밖에서 행해지는 직접적인 중국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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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없는 것일까? 연구자는 이어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에서의

혐오 인지에 혼란을 주는 ‘직접적인 혐오 없음’의 실질적인 양상을 자세

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직접적인 혐오 부재의 이유

앞서 Ⅲ장 4절과 Ⅳ장 1절에서 나타났듯이 ‘직접적인 혐오 없음’은 코

로나19 시기를 비롯해, 한국 내 중국인 혐오의 주요한 현상이자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인 혐오

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분명하게 한국 사회의 중국인 혐오를 인정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하여 본 2절에서는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증

언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혐오 부재의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1)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증언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중국인 혐오가 존재하고 있고, 그

것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크게 1) 편견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2) 이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논쟁, 그리고 3) 코로나19

에 관한 비난이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뚜

렷하게 부상한 중국인 혐오의 특성은 3절에서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본 소절에서는 코로나19 전후 흐름 속에서 편견과 이데올로기 및 문화유

산 논쟁을 중심으로 파생된 혐오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편견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김수연(韓): 상하이에 제일 처음에 놀러갔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왜 내가 엄청 멀게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나 몰랐다는 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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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를 선택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작용

으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아름(韓): 그리고 봤을 때 관광객들이 조용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중

국인들이 그래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중략]

패키지로 오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는 그런 점에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분들이 외국인이라서 싫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좋

은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너무 시

끄럽게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더 안 좋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박정호(韓): 한국 사람들은 중국 유학생들 팀플을 같이 안 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일단 뭐 의외로 이게 여러 가지 오해가 서로

비췄는데, 의외로 중국학생들이 대부분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

행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배로부터

듣기도 하고 주변에서 어떤 조언도 해주고 “야, 그러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학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중국학

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ppt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다

든지 발표 자료를 논문을 이 정도로 찾아와 달라고 한다든지 하

면은 중국 학생 입장에서는 언어 능력에 따라서 소화를 못할 때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 전체의 어떤 영양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 총대 메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항상 37명이서

5명이서 팀을 꾸리면 나머지 두명은 꼭 중국 사람들이어서 “이

제 이 중국 유학생들 누가 선택할거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면할 수가 없었죠.

연구자: 평소 대화에서 중국이 등장할 때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최한석(韓): 긍정적으로요? 어… 글쎄요. 긍정적으로 나왔던 건, 제 기억

에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걸 보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편견들, “안 씻는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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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스

파이로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주로. “중국은 자기 나라가 최고

인줄 안다?”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주로 ‘발전하지 못했

다’/‘미개하다’, ‘더럽다’ 그리고 ‘시끄럽다’ 등이 있다고 꼽았다. 또한 ‘부

유하다’,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다’, ‘모두 중국공산당 소속이다’ 등은 특

히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투사되는 편견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편견

이 혐오로 연결되는 지점은, 중국인에 향하는 편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이같이 부정적인 중국인을 비교 대

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본인들의 우월성을 드러낸다는 데 있었다.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하여 자신의 ‘우월함’의 정체성

정치를 선보이는 방식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혐오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인류학자 이현정(2001)의 연구에서 1990년대 중국 동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족 집단이 삶의 대안으로 한국 취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그들이 주류 집단인 한족과 자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구별 짓기 위해 한족의 생계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 취업만을 열망

함이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족 집단을 단지 대립물로서

극히 단순화하여 ‘더럽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인색한’ 한족에 비해 본인

들은 ‘깨끗하고, 교양 있고, 부지런하고, 베푸는’ 집단이라는 ‘우월감’의

형태로 종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다(이현정 2001: 79-81).

부정적인 편견들을 통해 한국인들이 종종 우월감을 표현한다는 점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림미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중에] 사실인 것도 있죠. 통계수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음…, 저는 이

게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치가 있고, 사실

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과정에 우월감이라고 할까

요? 그런 경멸하는 [태도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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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이 가지는 편견들을 대체로 그

들의 상상 속 중국과 중국인의 이미지가 여전히 몇 십 년 전의 모습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발전하지 못하여 위생관념도

나빴던 예전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과 현재 성장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지가 결합해 궁극적으로 현 시각 한국인들의 편견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를

한국인들의 편견에 대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며 현재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모르면서 중국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방어했다.

왕웨이: 첫 번째로는 중국인이 말하는 게 시끄럽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

아요. 근데 이건 그냥 편견일 뿐이죠. 시끄럽다는 건 그들이 한

국 클럽을 못 가봐서 그렇죠. (웃음) 거기가 더 시끄러워요, 중국

인보다 시끄럽죠.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위생에서 그들보다 깨끗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2년간의 한국 룸메

이트와 생활한 경험으로 말하자면, 중국 사람보다 더 더러워요.

그냥 얼굴만 깨끗하고, 외출할 때 깨끗하지 집에서는 그냥 그래

요.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편견

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건 반은 질투가 원인인 것 같아요. 저

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말을 하다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말할 때 “한국에도 없는 물건이 너희 중국에 있

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과학기술적인 것들은 저는 한국이 어

떤 부분에서는 앞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크기나

발전의 여러 방면에서 인구수라든지, 우세한 부분이 있지만, 그

래도 많은 부분은 수입을 통해서, 다른 국가를 통해서거든요.

제갈명: 저의 [한국인]절친이 중국을 되게 싫어하지만 제가 친구이기 때

문에 저를 좋아했고, 그래서 저한테 “너는 어디를 가든 중국에서

왔다는 거를 밝히지 말라”고 제안해준 친구였어요. [중략] 사실

직접 [말]하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워낙 그 친구가 솔

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었어요. 악의에 그런

건 없었어요. [중략] 그 친구 중국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제가 전에 말했던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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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그런

감정을.

왕팡팡: [발전하지 못 했다는 말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

(全) 중국이 이렇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대도시는 아주 발달했

어요. 일부 대도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방 쪽으

로 개화되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혹자는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편견에 사실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중국

전체에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럴

경우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 않아요.” 또는 “중

국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와 같은 대항표현으로 의견을 표명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증언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편견들이

단지 중국의 발전한 현재에 대한 무지 또는 불인정에 의한 것만이 아님

을 드러냈다.

최한석(韓):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반한 감정이 되게 높아졌

잖아요. 한국 휴대폰 부수고. 그런 거 보면서도 되게 이제 중국

인들인 아직도 국민성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인 연구참여자 최한석이 한국 내 중국인 혐오 현상의 이유 중 하

나로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은, 중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혐오에 국가적 차

원의 문제가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두 번째 측면-이데올로기 대립과 문

화유산 논쟁으로 논의가 이어가게 된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논쟁]

최한석(韓): 공산당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를 억압한다죠. 언론을 통제한

다.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중국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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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인들이 위챗으로, 그니까 소셜플랫폼을 통해서 얘기를 하

면은 그거를 다 검열을 해서 삭제를 하고 이런 거 있고, 뭐 홍콩

문제라 해도 말이 많죠. 홍콩이라든가 소수민족, 신장위구르 지

역 그런 것도 있고. 네,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랑 관련해서는 동

북공정. [중략]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우리나라에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대자보를 붙이면 서울대에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와 가지고 막 대자보 찢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랑

싸우고 그런 거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기사나 커뮤니티 통해서.

그런 것만 봤지 실제로는 본적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한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이건데. 근

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해외의 외국인이 와서 그러는 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김휘준(韓): 질병은 어디서든 간에 생기는 일이고 그냥 그게 중국이었을

뿐인 거고, 물론 “방역에 실패했다”,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

다” 그런 비판들이 있지만 그건 그거인거고 아무튼 되게 도 넘

은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쭉 고수해 왔어요. 그거랑

별개로 인터넷 상에서는, 작년에도 되게 이슈가 많았지만 “중국

이 한국을 자기네 꺼 라고 했다”, [중략] 또는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든지 그런 매체들이 끊임없

이 나오니까. 저는 매체를 당연히, 누구나 다 알지만, 그거를 비

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워낙 많이 보니까 이거는 분

명히 어느 정도는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에 예전

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념상의 차이로 인한 모순은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나

날이 악화시키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혹자는 이데올로기 대

립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늘 있어왔던 모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

나 실제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늘 체제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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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김휘준(韓:) 코로나 이 전에는 일본이 나쁜 나라였어요. (웃음) [중략] 어

렸을 때는 항상 일본과의 아픔 그리고 북한과의 아픔 “쟤네는

우리 한반도의 절반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가고 일본은 우리나

라에서 50년 동안 지배했고 임진왜란 때도 쳐들어와서 막 배신

하는 애들”이고. 어렸을 때는 중국하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삼

국지의 영웅들, 그리고 막 형 나라 아웃나라, 그리고 또 가끔은

우리나라가 고구려 막 이런 시대일 때는 중국이랑 싸워서 약간

땅을 뺏기도 했지만 중국은 워낙 큰 나라고 자기들끼리 왕좌가

바뀌면서 땅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역사는 있었지만

나쁜 나라라는 인식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차정미(2017)의 연구에 의하면, 대립이 있어왔던 이데올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 중국우호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2002년에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여중생이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하

면서 한국 내 반미여론이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리는데, 차정미(2017)는

비록 처음부터 ‘반미’의 대안으로 ‘친중’이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

적으로 한국 정치권의 보수는 ‘친미’, 진보는 ‘친중’이라는 대립이 형성되

는 분기점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김수경(2020)

은 코로나19로 인해 반중 정서가 치솟은 이유 또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국가적 위기와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민심을 얻고자 코로나19를 이념에 따라 정치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체제에 대한 반감이 늘 한국 정치권과 연결

되고, 중국 자체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앞서 한국인 연

구참여자들이 밝힌바와 같이, 한국인의 중국 체제 및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은 본질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점이 많았다.

관련 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중 정서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16년의 사드 배치 갈등이라고 보았다(王晓玲 2018). 그 사드 사태에서



- 141 -

제일 논쟁적인 부분은 ‘한한령(限韩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달

랐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중국이 사드로 인해 경제 ‘보복’을 실시한다고

주장하였고102), 그 여파로 한국이 받은 피해는 “상품, 위생검역, 세무 및

안전조사, 반덤핑조사, 보조금 공여 배제, 외국인투자 제한, 시청각 방송,

뮤지컬 공연, 미술품 전시 등에 대한 취소, 한국 관광서비스상품 판매금

지 등 규제의 유형 및 대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최승환

2017: 174). 반면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조치했다

는 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한한령’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

였고103), 이는 202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한한령’은 줄곧 중국 정부

와 관련이 없는, 중국의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조치로 되어있다

(ibid: 175).

사드 사태 다음으로, 2019년에 있은 홍콩 시위에 대한 의견 대치는 양

국의 관계를 진일보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었다. 특히 한국 각 대학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여진 것에 대해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

은 대자보를 찢는 행위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학가에서 양국 학생들의 대면 설전은 물론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104).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 연구참

여자들도 갈등은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왕웨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 두

국가가 초래한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서로 다른 두 국가 제도

의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의 눈에는 이 문제는 중국

의 내정이고 우리 국가가 마땅히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들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중

102) 예로, JTBC, 2016.11.30., “[단독] ‘사드 배치 불만’ 중국, 온라인까지 ‘한류 제한령’,”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7800>.
103) 新浪·娱乐, 2016.11.23., “外交部辟谣‘限韩令’ 韩政府密切关注动向,” <http://ent.sina.co

m.cn/z/v/2016-11-23/doc-ifxxwrwk1704007.shtml>.
104) 이 사태에 대해 한국에서도 수많은 기사들이 보도되었는데, 그 중에서 2019년 11일

12자에 보도된 한국일보의 기사는 대자보를 둘러싸고 신체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사례

를 보도하였다. “고려대서 ‘홍콩 시위 대자보’ 훼손 中 유학생과 한국 학생 충돌” <ht

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21471094037>.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7800
http://ent.sina.com.cn/z/v/2016-11-23/doc-ifxxwrwk1704007.s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21471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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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사유에요. 그런데 한국인 그리고 다른 유럽, 미국 국가들

의 사유는 인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은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혹은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은 언론자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발표하고 싶든지 다 완전히 합법이고 보호받

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인권이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게 중국의 내정이지만, 그들의 사유는

이게 내정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사람은 자유가 있으니까 그들도

그들의 자유가 있다, 그들도 독립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유럽이

나 미국 국가들은, 한국도 이런 서방의 사유로 이런 문제들을 보

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도 완전히 자주할 권리 또는 독립할 권리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한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중미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두 제도 사이 내지 그들

의 사유 사이의 문제에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대

립은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2020년 하반기부터 연달아 터진 세 건의 사건 - 한국의 한 아이돌 그

룹이 미국에서 시상 소감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말한 내용이 중국에서 논

란이 된 사건과 한복과 김치 소유권에 대한 논쟁105) - 도 한국에서의 중

105)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10월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한 아이돌 그

룹이 미국에서 수상소감으로 한국전쟁에서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한국과 미국의 우호

적인 관계를 희망한다고 발언하고 나서부터였다.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전쟁,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일컬어지는 전쟁에 중국의 군인도 참전하여 희생되

었음을 제기하며 이 아이돌 그룹의 발언은 중국의 희생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항

의한 것이다. 논란이 채 잠잠해지기도 전에, 11월에는 ‘한복’ 논쟁이 터졌다. 한국에

수입된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 한복 모양의 의상이 등장하면서 한복 소유권에 대한 논

쟁이 발화된 것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한복이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을 제기하였고, 한국 네티즌들은 이를 중국의 ‘신동북공정’이라고 주장하며 한복의 원

류는 중국이 아닌 중앙아시아 일대의 유목 민족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속하고, 중국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 교류

도 빈번한 국가들이었기에 복식(服飾) 문화에서도 서로 간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예: 연합뉴스, 2

020.11.05., “우리 한복이 중국 명나라에서 유래했다?”). 한복 논란도 마무리되지 않은

무렵 ‘김치’에 대한 소유권으로 양국 네티즌들의 설전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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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혐오를 또다시 심화시킨 변곡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상의 논쟁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중첩하여 한국에서 유례없는 중국인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었다. 인터넷 공론장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가

세되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서도 ‘폭격기’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쏟아

냈다. 또한 드라마에 들어간 중국적인 요소가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

를 제공했다고 대중들의 비판을 한껏 받으며 방영된 지 1주일 만에 폐지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 자본의 지나친 영향에 대한 의

견이 제기되면서 다수 드라마는 공식적인 해명을 하거나, PPL(간접광고)

를 급히 삭제하거나, 또는 아직 방영되지 않았지만 사전 해명을 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에 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

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여 총 6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냈다106).

한국인 연구참여자는 한국인들이 이 같이 분노와 혐오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직후 중국의 ‘자기민족중심적 애국주의’가 연달아 발생

하다보니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해주었다.

김휘준(韓): 저는 코로나 자체보다 그 뒤에 중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인터넷 상으로는 “중국

정부는 타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심지어 다른 국가들의

고유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심지어 중국 국민들마저

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점차 생겨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가 굉장히 행보가 달라도 한국 사람들이 올바

르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미지는 중

국 정부는, 원래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약간 (웃음) 가까운 것

의 김치가 ‘파오차이(泡菜)’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역사적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은 두 문화권의 채소 절임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분화했

는데 중국의 파오차이는 절이는 방식으로 신맛을 많이 내는 반면에 한국 김치는 발효

시키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독자적인 음식이라고 반박하였다(예: 연합뉴스, 2020.12.12.,

“김치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했다?”).
10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2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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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면서도 싸우는 나라니까 서로 약간 혐오감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지점은, 2020년 하반기부터 발생했던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중국인 혐오에는 단지 편견이 아

닌 이 같은 분노에서 비롯된 미움의 마음이 있다고 표현한 데 반해 중국

인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분노를 크게 체감 및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인터

넷 논쟁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대면으로 문제 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앞서 혐오성 댓글들과 거리를 둔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한국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는 현실도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체감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중국인 혐오를 체감했던 경우와

경험들은 중국인 혐오의 존재 양상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에 중국인 혐

오가 존재함을 반증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증언을 남겨주었다.

그리하여 아래 소절에서는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혐오’를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 중국인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혐오를 확신할 수 없게 만

든 환경적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우선 한국 사회 혐오 특

징의 측면에서부터 시작한다.

2) ‘투명망토’를 입는 혐오자들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인터넷 공론장에 혐

오표현이 만연한 것에 비해 그것을 직접적인 폭력으로 드러내는 증오범

죄(hate crime)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미

국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이 급격히 심각해지고,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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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초기에도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을 향해 폭언과 손찌검

을 비롯한 여러 폭력 행태들이 보도된 데에 비해 한국에서는 온라인에서

의 혐오표현들이 주요하게 문제시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렇다보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중국인 혐오의 양

상과 수위에 대해서 체감 또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본

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되어 온 현상이었다. 그러나 위 소절에서 서술된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의 혐오가 있다는 증언들로부터 이제는 중국인 유학

생들이 혐오를 크게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든

모종의 요소가 있음을 가늠케 한다. 연구자는 그 요소의 하나로 혐오자

들이 ‘투명망토’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자, 즉 악플러의 존

재를 무시하고 악플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대

체로 존재를 확인 또는 확신할 수 없는 인터넷 혐오자들에 대해서 1차적

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다시 말해, 인

터넷 공론장만 놓고 봤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실질적인 혐오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웅(2009: 23)은 조회수, 검색수, 댓글, ‘좋아요’와 ‘싫어요’

등 정보들을 모두 인터넷 공간의 가시성을 증명하는 표식들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런 정보들을 남긴 사람의 실체를 구체화하고 특정할 수는 없

을지라도 이들이 남긴 흔적은 족히 그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길호(2014: 246-248) 역시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존재가 외적인 모습

으로 현시되지 않더라도 글, 그림, 영상과 같은 말과 사물로서 가시화됨

을 지적하며, 현실에서는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보지만 인터넷 공

간에서의 집단 형성은 오히려 ‘현실’을 ‘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관계들의

맥락과 집단적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철저한 ‘사회적’ 행위로 인터넷

공간을 사회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터넷에 혐오 표현을 작성하는 사

람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규범과 행동 양식이 공

유되는 사회를 구성하며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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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목격하는 수많은 혐

오표현은 그 자체로 혐오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간주되어야 하

고, 인터넷에서의 중국인 혐오자들은 공통된 논리와 인식을 수행하며 활

동하는 현실 실체들의 반영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마치 ‘투명망토’를 쓴 사람의 형상은 확인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남긴

족적 하나, 숨기지 못한 재채기 소리, 옮겨놓은 방안의 의자 등등의 흔적

들이 그 존재와 그 움직임의 궤적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혐오자들의 존재

를 보다 확신했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인터넷 혐오자들이 ‘가상’이 아닌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명수(韓): 비하성 발언을 서슴없이, 약간 주변에서 심할 정도로, 물론

주변에 남자애들이 많긴 하지만 좀 세게 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저는 거기에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표현이 좀 거칠긴 하

죠. 비하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서슴없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중국인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연구자: 그런 표현들이 인터넷 댓글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유명수: 비슷하죠. 결국에는 아마 그분들도 댓글을 보고 누군가 만들어낸

표현들을 인용해서 쓰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퍼지잖아요. 용어나 신조어들이.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서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중략] ‘ㅉ’이 들어가는 표현이 만연

했죠. 예를 들어, 중국집 음식을 먹자고 해도 그냥 “짱깨 시켜먹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만연했어요.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인터넷 혐오자와 오프라인 혐오자 사이는 단지

한 끗 차이임을 인지한 순간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혐오 담론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다. 다수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

서 감지한 중국인 혐오 정서에서 수위로는 인터넷 보다 약하지만 내용적

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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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데 그것은 ‘투명망토’ 혐오자들이 한국인 앞에서는 때때로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투명망토’ 혐오자들은

현실에서 주위에 중국인이 없을 때 투명망토를 벗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

낸다.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한테 보다 공공연하게 중국인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표현한다. 그로 인해, 그들이 망토 안에 숨겨놓은 모습은 사실 인

터넷에서 보이는 혐오표현들의 맥락 및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도

드러나고 있었다. 비록 한국인 연구참여자들도 인터넷 공론장에서 중국

인 혐오를 제일 많이 그리고 심각하게 목격했지만, 오프라인 세계에서

그와 같은 담론들을 ‘순한’ 버전으로 표현하는 실체들을 목격할 수 있었

다는 것이 한국인 연구참여자들과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인식 차이를

결정지은 핵심 이유였던 것이다.

진솔이(韓):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중국 짜장

면 시켜먹을 때 짱깨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되게 많고. [중

략] 젊은 남자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중국인에 대한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고, 많이 들었죠. 네.

혐오자들의 눈에 중국인이 비가시화 되었을 때 혐오자들이 실체를 드

러낸다면, 혐오자의 실체가 가시화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중국인들은

현실에서의 혐오를 확신하게 된다. 다시 말해, 혐오자들의 투명망토가 벗

겨지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중국인들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혐

오를 확신하는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류걸 :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생각

은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

실 중국을 진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그런 일을

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은 한 번은, 제가 학부

때 한국에 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휴식하는 공간

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략], 저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중국에 가서 놀았는데,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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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이 아주 안 좋다고, 아마 더럽다?고 했

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다 더럽다.” 그래서 제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좀,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다 아니까 아마 제 앞에서

말하지 않았겠죠.

리계화: 제가 있는 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어느 날 사생이 저한테 “조

교님, 제 룸메이트가 방금 중국에서 왔는데 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어요]. 후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중국의 문제가 아니었

는데, 세계가 다 대규모로 폭발했을 때인데도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거면 위험하다, 아니면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 해도 중국인이

면 위험하다는 게 있었어요. [중략] 저도 중국인 유학생이지만

이런 공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런데 생각해봐

요. 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중국에 다녀왔는데 아니면 그냥 집에

갔다 온 건데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이런, 마치

바이러스인 것 마냥. 생각해보면 원래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 자

체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각종 심리적인 압력까지 [더해지면

]….

중국인 유학생들이 혐오자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들은 대체로 계획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도 그 순간은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다

가왔다. 중국인 연구참여자 리계화의 경우 그가 기숙사생으로부터 이 같

은 연락을 받은 이유는 그 사생이 리계화가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걸 알

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룸메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 없어 우회적

으로 조교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한테 고민상담

한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상의 논의들은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자들의 의도적인 정체 감추기

수법에 초점을 둔 서술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여전히 혐오자들이

중국인 앞에서 직접적으로 혐오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과 이유를 설명하

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아래 두 가지 측면으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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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 학생들은 일상에서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구자는 종종 한국인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

었다.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줘도 되는데 그것을 관리자나

기숙사 조교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것

이 특정 집단에 한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인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은, 기숙사 조

리실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뒷정리를 하지 않은 것을 기숙사 조교에게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연구참여자는 그 대상이 중

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

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

라서 일반적인 경우 한국인들의 혐오적 태도는 더더욱 직접적으로 표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한국 내 증오범죄의 비율이 낮은 편으로 파악된다는 점이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행한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김지영·이재일 2011: 103)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665명의 외국인

들은 14개로 작성된 피해 경험의 유무 문항에 대해 모두 3.0% 이하로

‘있다’라는 답을 선택하였다. 다시 말해, 증오범죄에 의한 피해 경험이 있

다는 비율이 전부 3.0% 이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집계된

경험은 ‘말이나 행동으로 폭행의 위협을 당한 경험’으로 2.4%(16명)가 이

를 선택하였다. 반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외

국인은 1.1%(7명)였다. 표본 수치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 내 증오범죄는 실제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보다 폭행의 위협을 가하

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물리적, 신체

적 표현보다는 설전(舌戰)으로써 혐오를 가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공격을 가하는 전

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가 드문 것을 한국 사회 혐오의 특성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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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선이 있다(조계원 2017: 78)107).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도

존재하는데, 이정주(2013: 254)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증오범죄를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증오범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지영·이재일(2011)의 연구가 증오범죄에 대한 최

초의 경험적 연구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를 주최한 기관인 한국형

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연구보고서> 화면108)에 들어가 “증오범

죄”를 검색해 봐도 증오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김지영·이재일(2011) 이

후로는 실행되지 않았음이 발견된다. 2019년 8월 22일자 파이낸셜뉴스에

서는 수사기관에서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대상이 된

범죄의 동기를 ‘증오·혐오·편견’이 아닌 ‘기타’로 분류하여 한국에서 증오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 및 통계수치가 없음을

지적하였다109). 그럼으로 실제로 증오범죄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다시 중국인 유학생들의 혐오 논의로 돌아오면, ‘유학생’이란

신분이 주는 특수함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혐오 경험에 미치는 영향

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지영·이재일(2011: 184)의 연구에서

유학생들이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

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안영진·최병두(2008: 477) 또한 외국 유학생

들은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문화사절’ 및 ‘문화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높

이 인정받아 많은 국가에서 희구하고 환대하는 이주자 집단이라고 평가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소절에서는 본 연구의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유학생

및 기숙사 거주자라는 특징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혐오 없음’을 해석하고자 한다.

107) 그러나 조계원(2017)의 주요한 논의는 묻지마 범죄의 증오범죄화, 한국이 다문화 사

회로 가고 있지만 동시에 제노포비아 현상도 확산되고 있는 점, 혐오표현과 차별 선

동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측면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데 있다.
108) <https://www.kic.re.kr/pubdata/public/List.jsp>
109) 파이낸셜뉴스, 2019.08.22., “혐오범죄 잇따르는데…통계수치도 없는게 현실,” <http

s://www.fnnews.com/news/201908221731117914>.

https://www.kic.re.kr/pubdata/public/List.jsp
https://www.fnnews.com/news/2019082217311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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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및 기숙사라는 특수성

연구자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을 기숙사 거주생으로 선정한 데에

는, 자국인과 외국인 학생을 분리하지 않는 서울대 기숙사의 특성상 한

국인과 중국인 학생들의 학업 외 생활환경에서의 마주침으로 인한 교류

또는 갈등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연구자는 점차 두 집단의 접촉으로 인한 관계 양상 보다는 생활반

경을 공유하는 기숙사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중국인 연

구참여자들이 직접적인 혐오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서울대 대학원 기숙사는 1인실,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에서 2인실이 제일 많고, 4인실은 글로벌동에만 있다. 그러나 2인실은 방

중간의 가림막커튼으로 원할 때 공간을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지만,

4인실은 4개의 방들이 자체적으로 분리된 전혀 다른 공간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비록 4인실은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냉장고가 공동 공간에

위치해 있지만, 개인 방의 크기나 내부 배치는 방에 화장실이 제외된 고

시원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룸메이트와의 접촉 및 교류가 일

상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은 2인실뿐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서울대 기숙사의 방배정은 소속 대학 또는 학과, 학년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별에 의해 랜덤으로 행해진다. 지인끼리 서로 룸메이

트 지정 신청을 하여 한 방에 배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매년 전체

신청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룸메이트가 되는 사생들

은 같은 방에 배정받음으로써 서로 얼굴을 트게 된다. 그러나 대학교 일

정은 고정된 스케줄이 아닌, 자체적으로 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룸메이트라 하더라도 서로 방에서 대면하는 시간은 제각각이다. 더욱이

바쁘게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우정을 쌓을 기회와 시간

은 물론이고 서로 대면으로 교류할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다. 만약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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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습관으로 인해 마찰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 그 관

계는 누군가 퇴실하기까지 줄곧 냉랭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룸메이트와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체적으

로 친구가 되었다기보다는 종종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고,

가끔 기숙사에서 함께 밥을 먹는 괜찮은 관계의 유지를 의미하고 있었

다. 혹자는 룸메이트와 불화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럴 경우

그들은 서로 터치하지 않는, 단지 방을 나눠 쓰는 사람으로만 상대방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굳이 마찰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참여

자들은 많은 경우 필요한 대화 외에는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

다. 그리하여 기숙사 거주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다 심리적 안정

감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한국인 학생들과의 관계 양상을 놓고 봤을 때

학교 밖 거주보다 훨씬 많이 오고가는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한국인 학생과 관계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은 기

숙사에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들끼리는 서로 잘 교류한다는 점에서 분명

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었다.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중국인 연구

참여자들은 종종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조리실에서 해먹기

도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한국인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를 중국인 유학생

들의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기숙사 내

에서의 교차 감염을 막고자 기숙사 측에서 학교 안에서 확진환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을 시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코로나19 선제검

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반복되는 선제검사의 귀찮음에서 벗

어나기 위한 조심성이 결부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인 유학생

들이 밥을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전보다 많아졌고, 그 과정에 기

숙사 내에서의 중국인 친구들과의 교류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반

면에 연구실에도 잘 가지 못하고 수업도 줌(zoom)으로만 이루어지다보

니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더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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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관계는 눈에 띠게

교류 단절 양상을 보였다.

김지영·이재일의 증오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한 외국인 중 과반수는 가해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답하였

다(2011: 109). 우충완·우형진(2014: 212)의 연구에서도 한국인들이 이주

노동자와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높게 나타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토마스 페티그루

(Thomas F. Pettigrew)는 외집단에 대해 안다고 해서 외집단을 향한 내

집단의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내집단과 외

집단의 접촉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견의 강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낙인찍힌 외집단에 대한 공감(empathy)과

두 집단 사이의 우정(friendship)이야말로 진정으로 편견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Pettigrew 1998: 70-73).

결국,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학생과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혐

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도 교류도 없이

접촉에 의한 만남만 있는 목전의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관계

자체가 직접적인 혐오 양상이 드러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코로

나19 전에도 직접적인 혐오가 부재했던 이유도 두 집단의 교류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단절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었다.

림미인: 예전에는[학부생 때] 공부가 그냥 생활의 70% 정도 차지하고 다

른 활동들을 할 시간과 흥취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간나면

여행 간다든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교류할 기회도 많았고

요. 근데 대학원생이 되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쓰고 학교

밖을 나가 돌아볼 기회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거의 학교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국인

동기들과 자주 어울리고 연구실이면 동기 분들과, 아니면 같은

지도교수님의 제자들이랑 가끔 교류하구요. [중략] 대학원생이

되고는 대부분 중국인이랑 교류하고 중국말 할 때가 많고 [교환

때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국인이랑 대화할 기회가 적어지고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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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韓): 근데 그건 있었어요. [학부생 때] 같은 과에 한국인 애들보다

는 다른 과의 중국인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리는. [중략] 한국사

람 몇몇이 그 [중국인] 친구랑 잘 지내보려고, 친하게 지내보려

고 노력을 하는데 힘이 든다고 [했어요]. [중략] 한국인 친구들과

그룹 지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풀잎(韓): 우리 과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 모습 되게 많아요. 그들끼리만. [중국인 유

학생끼리만] 엄청 친해요. 정말. 그때 처음 본 사이인데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저희가 보통 밥을 먹으러 갈 때 같이 먹자고 하

는데 거절을 정말 많이 하죠. 친해질 틈이 없죠. [중략] 시켜 먹

자고 해도 그렇고 학식 먹자고 해도 그렇고 참여를 잘 안 해요.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들의 문화를 잘 몰라

서. 그리고 참 한국어를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어를 잘 못하

셔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랑 더 잘 안 어울린다는 느낌

도 있어요. [학과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많이 쓰는데] 메일이나

공지 같은 건 잘 습득하시는데 대화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물어

보거나 해도 그냥 예, 아니오 정도?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은 대다수의 중국인 유

학생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그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연구참여자가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주장했듯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

중에도 한국인과의 교류에서 자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음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혹자는 혹시나 편견어린 시선으로 자

신을 볼 것이 염려되어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가 신경 쓰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교류 자체가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다보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논하는 경우는 더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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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석(韓):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사

실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 오늘 미세먼지 진짜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아, 중국에서 미세먼지 또 내려왔어.”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중략] 저는 감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요.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를 하겠

죠. 저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먼저 그거를 꺼내고 싶

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감한 주제인걸 아니까. 같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안하게 되죠.

[중략] 평상시에 만나는 친구들은 토론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

잖아요. 이런 이슈 자체가 민감한 주제라는 건 그 친구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만나 면은 평상시가 아니라

뭐 이제 공적인 자리, 토론하는 자리라든가 그런 데서 학술적으

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어느 정도 자료 준비를 해서

할 텐데. 평상시에 하면 감정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류걸 : 중국인에 대해서는 [혐오에 관해서 한국인과] 별로 말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중략] 중국인은 말하기가 좀… 상대방한테 왜 나를

싫어하냐고 묻는 것 같아서 (웃음).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어도, 두 집단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화가 감정적

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혐오와 같이 예민한 문제는 대화 주

제 자체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주제를 끄집어냈다 해서

한순간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굳이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

국인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양국 간의 논쟁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한 적

이 있지만 이렇다 할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중국인 유학생과 이런[한국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송정서(韓):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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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요. 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조심스럽게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

하게 되나요?

송정서: 어, 아니요. (웃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

기도 해요.

문제는 두 집단의 여러 측면에서의 교류 단절이 결국 상대측의 입장을

알고 파악하는 경로가 혐오표현이 만연한 인터넷 공론장에 국한하는 상

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터넷 공론장에서 시작된 논쟁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교류가 결부된 채 인터넷 공론장에서만 모종의 견해를

재확인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최한석(韓): 댓글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댓글을 보면 계속 댓글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주입이 되죠. [중략]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보니까 이제 댓글을 보기가 싫

어요. 봐도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중략] 근데 댓글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뉴스 자체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방 : 저는 아주 오래전에 두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못마땅해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중국어로 번역된 한

국 댓글들을 본적이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하는 거요.

그리고 위험한 선동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은

현실에도 침투하여 실질적인 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지점에서 실제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의 형상을 비가시화 시키는 대면적

상호교류의 결핍은 인터넷 담론으로의 회귀를 통해 혐오표현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이 두 집단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에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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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국에 오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 보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직접적인 혐오 없음과 심각한 인터넷 혐오

표현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듯하였다.

한편, 일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라는 장소 자체에 직접적인 혐

오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는 학문을 배

우는 곳이고, 학교 안의 사람들도 모두 교양 있고 ‘소질(素質)’ 있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혐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장민 : 일상생활에서 다들[학교 사람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캠퍼스잖아요. 바깥 세계를 그렇게 접촉하는 편도 아니고

요. 그래서 느낌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학교] 밖의 한국사람들은

좀 중국인을 깔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백화점에서

알바한 적이 있어요. [중략] 그 한국사람이 저한테 “이름이 뭐

야?” 했어요. 보통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 쓰잖아요. 제

가 xxx[중국이름]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이

름이야?” 이 말이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어요.

실제로 학교 밖에서 불쾌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학교 안과 밖의 비교

는 더욱 선명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것이 기숙사생으로서 대부분 생활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직접적인 혐오 부재

를 느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었다.

이상 2절은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주장한 ‘직접적인 혐오 없음’의 현

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었다. 연구자는 3절을 통해 코

로나19 시기에 부상한 중국인 혐오의 특성을 해석함으로써 코로나19 전

후 흐름 속에서 중국인 혐오를 분석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3. 코로나19 시기 혐오 특성 - ‘역겨운’ 중국인

‘혐오’를 단지 단어로만 이해했을 때에는 미운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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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혐오’를 사회적 이론으로서 논의할 때에 그것은 훨씬 넓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혐오’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논할 때 그것은 영어 ‘hatred’와 ‘disgust’에 대응하는 의

미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혐오표현은 ‘hate speech’에 대응하

지만,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번역된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혐오 이론들은 원저에서 ‘disgust’로 되어 있다.

연구자 역시 ‘혐오’에 ‘hatred’와 ‘disgust’가 모두 함의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disgust’가 사람에게 투사되었을 때의 감정이 과

연 ‘hatred’와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hatred’와 ‘disgust’는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혐오’로서 두 상태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 집단에 향해진 ‘혐오’에 어느

성질이 더욱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하여 본절에서는 연구자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기 위해 ‘혐오’

의 성질을 ‘역겨움(disgust)’과 ‘증오(hatred)’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의 가장 뚜렷

한 특성은 ‘역겨운(disgust) 중국인’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

자체를 ‘바이러스 보균자’로 전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제

기되었던 야생동물 음식문화로부터 중국 음식문화 자체를 비난하며, 코

로나19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중국의 책임으로 돌림으

로써 중국인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등 측면에서 표현된다.

조방 : 학교에서는 [혐오]를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를 중국에서 잘 통제하고 있을 때였

는데, 한국보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디 가려고

하면 중국인은 안 된다,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피부과 같은 데서 그랬어요. 극단적으로는 중국인

을 접견하지 않았어요. 중국인이면 한국에 줄곧 있었어도 안 돼

요. 또 한 번은 밖에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옆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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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앉았는데, 후에 제 친구가 와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옆 사람이 마치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처럼 일어나서

돌더니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웃음)

[2020년] 7, 8월쯤 일이었어요. [중략] 제가 과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과하게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나란히 아주 한참동안 앉아있었

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일어나서 거울

보는 척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병원균에 대한 회피 메커니즘으로 ‘역겨움’을 느끼

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박한선 2020; 박한선·구형찬 2021). 또한 전

염병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때문에 유행성 감염병

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도 정상적

인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인 것인가이다.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은 마사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이 주장한 원초적 ‘역겨움’에 속한다. 그러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오로지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원초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배제가 대상이

전염병이 발병한 국가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 집단에 투사된 ‘역겨움’으로 혐오라 하겠다. 그럼으로 코로나19 시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중국인 전체를 배척하는 것은 병원균에

대한 단순한 ‘역겨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오염원’으로 규정하고자 하

는 투사적 ‘역겨움’으로 봐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시기 ‘역겨운 중국인’이란 혐오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야생동물 음식문화가 제기되면서 또 한

번 탄력을 받았다.

이정의(韓): 저는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음식들을 먹어서 그게

결국 질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뉘앙스로 많이 봤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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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던 것 같

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고. 저는 중국 친구들이랑 연결고리가 많다고 생각함에

도 불구하고 “아, 왜 이런 게 생겼지?” 이런 부정적인 생

각이 많았었고,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하니까 그래서 좀 공감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제일 친한 친구들이 중국에 또 연관이 되

어 있으니까 (웃음)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아, 중

국 때문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대. 상황이 이렇대.”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했

던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기원으로 야생동물 식문화가 제기되면서 한국 내 중국 식

문화에 대한 비판도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비판은 전부터 중국에 대해

비난해 왔었던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미개하다’, ‘야만인이다’ 등의 이

미지와 맞물려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이 재차 강화되는 현상을 야

기하였다. 또한 역시 기존에 논쟁되어 왔던 미세먼지의 출처와 더해져

중국과 중국인은 한국의 인터넷 공론장에서 암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있

었다. 중국인은 원초적 ‘역겨움’을 유발하는 오염원과 같은 존재로 동일

시되고 있었다.

제갈명: [댓글이]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먹는 거?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 참 되게 억울했던 게, 우리 북

쪽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안 먹잖아요. [중략] 이 질병이나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자체를 모욕하는 것. 그건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해도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그

것 때문에 좀 화가 났어요. 저한테였으면 상관없었어요. 주변 친

구들한테까지 피해를 끼치면 그건 정말 용납하기 힘들 것 같아

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고. 그런 것 있잖아요. 내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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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는 거? 어느 나라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이지만 그래도 문화나 이런 데서는 항상 자부심을 느끼죠. [코로

나19 초기] 그때 댓글이 다 그런 거였어요. 처 먹느냐고? 이것저

것.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박쥐를 먹는

다는 거나 아니면 야생동물 거래하는 게, 시장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댓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입장에서 야생동물 음식문화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절한’ 이유를 제공해주는 듯했다. 전염성 질병은 어느 곳에

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와 낙인은 부당하지만, 적어도 코로나

19에서는 왜 이 질병이 중국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공되었음으로 야생동물 식문화에 대한 비난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

다. 그러나 다시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코로나19의 기원이 야

생동물 식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이 그 이후 입증되었는가?

아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발견된 바가

없다. 논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다시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연구소일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10).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서 중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늘 의혹을 받아왔지

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하게 증

명된 바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야생동물 음식문화를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진달희: 처음에 딱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억울하고 어이없었어요. 저는 한

국의 “정글의 법칙” 프로를 봤었는데 거기서도 박쥐를 먹었었잖

아요? 그래서 “근데 왜 중국을 가지고 뭐라 하냐?”, “왜 중국을

미개하다고 하냐?”, 좀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별

이 불편했죠. [중략] 물론 야생동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에요. 야생동물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110) KBS, 2021.05.27., “바이든, 코로나19 기원 추가조사 지시…중 우한 실험실 유래 의

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49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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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한국에서 야생동물 식문화에 대한 비난이 한창이었을 때, 한국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한국에서도 90년대까지 한약재의 일종으로서 박쥐

를 먹었고, 진달희와 같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에서 박쥐 식용

이 나왔을 때는 혐오 논란이 없었다고 제기하였다111).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한국의 대중들에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중들은 황교익

이 연예인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했다는 것에 화를 냈고, 중국처럼 요

리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먹은 것이라 반박했으며, 예능프로

그램과 비교해서 어이없다는 태도를 보일지언정112) 중국의 식문화에 대

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스(SARS)의 코로나바이러

스가 야생박쥐에서 기원했다고 밝혀진 후 중국에서도 야생동물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왔었다. 이에 우한화난수산시장에서의 야생동물 판매

는 불법으로 행해진 암거래였다고 중국 측이 밝혔지만 한국 대중들은 이

를 중국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음식문화로 치부하며 비난을 가하였

다. 불법 업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중국은 역시 미개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중국 음식문화 자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정글의 법칙>과 같은 야생에서의 모험을 다룬 다큐멘터리나 예능에

서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혐오를 하는 것이 아

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앞서 언급됐던 연예

인이 박쥐를 먹는 장면 역시 황교익이 언급함으로 하여 논란이 됐던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야생동물 음식문화가 심각한 수

준의 ‘역겨운 중국인’의 이미지까지 치달은 것은 무엇보다 전례 없는 위

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111) YTN, 2020.01.30.,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황교익 ‘박쥐 먹는 중국인? 설현도 먹었

다, 혐오 안 돼’,”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301923218614>.
112) MBC, 2020.01.31., “황교익, ‘中 혐오 멈춰야… 설현도 박쥐 먹어’ 지적에 누리꾼 ‘분

노’,”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7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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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위험사회(risk society)는 근본적으로 희생양 사회(scapegoat society)

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그것은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을 상정하여 적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한다(Beck 1992; 김수경 2020: 26에서 재인용). 코로나19에서

의 중국인 혐오에 대해 전상진 교수 또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

황은 트리거(방아쇠)가 되어 잠재돼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드리는데,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고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

에 속죄양이 중국인으로 설정돼 사람들이 혐오로써 불안이나 공포 같은

심정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분석하였다.113)

더욱이 중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수많은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었다.

중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물론이고,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편견과 낙인으로 얼룩져있었다. 그런 와중에 세계적인 재난이 중국에서

첫 사례로 나타나니 “역시 중국이다”라는 여론몰이가 추진력을 얻어 중

국인 희생양 만들기도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유출지가 우한연구소임이 밝혀진다면

그때 중국 당국에 가하는 비판은 결코 ‘희생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작성되고 있는 시점에까지 아직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중국인들에 가한 낙인과 혐오는 마땅히 ‘희생양’의 맥락으로 분석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한연구소 의혹과 별개로, 코로나19의 공포를 최초로 맞닥뜨

린 우한시 주민들과 중국인 절대다수는 코로나19의 발생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였고 계획한 적도, 계획에 가담한 적도 없으므로 중국인에게

가하는 ‘역겨움’의 혐오는 가혹하다고 하겠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세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재난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꿈꾸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그 최초의 시작이 무엇이 됐든, 그 원망을 중국인 전체로

113) 한겨레, 2020.03.10.,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h

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870.html#csidxeb53080bf2af00a80f3f7a170

7808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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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코로나19가 각 국가에서의 전염 확산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과도 결코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21년 4월, 5월 사이에 방역 모범국가로 여겨졌던 국가들에

서 확진환자가 급증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전히 “애

초에 중국인을 금지했더라면”이라는 맥락으로 귀결된다. 국가마다 자체

노력을 통해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생각만큼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낙담이 오히려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책망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유명수(韓:)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겪는 불편함이 훨씬 확 와 닿기 때

문에,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기 정도였으면 뭐 그냥 조심하다 [그랬을 텐데]. 지금

은 이제 전 세계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게 훨씬 더 약간 더 시너지를 주지 않았

을까? 사실은 중국이 원인이라고 하는 자체를 딱 인식을 하고

코로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얘네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렇게. 그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듯 중국인 혐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존재해왔으나

코로나19는 확실히 혐오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이 사태 속에서 급부상한 ‘역겨움’이란 혐오 특성이 이제 인터넷 공

론장에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중국인 혐오표현의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표징이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전후의 각종 논란 및 편견들

과 결부하여 중국인에 대한 ‘증오’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시

기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며 중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낙인을 찍으며 그 정체성

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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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20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 재난이 세계를 강타하였다. 일

상과 기존의 질서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전

염병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

서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록 확산되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 아래, 코로나19 발원

지 출신으로서 혐오 정서가 확연한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해야 하는 중국

인 유학생들의 일상적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고자 계획되었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특히나 학업과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숙사생이라는 분류 안

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생활반경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방역의 차원에서 연구현장으로 선정한 연구자

의 학교-서울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

는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서울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국인

대학원생과 한국인 대학원생의 ‘중국인 혐오’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전후 흐

름 속에서 표현되고 체현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 특징과

특성을 보다 넓게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연구자는 Ⅱ장과 Ⅲ장을 통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보도된 직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혼란스러운 경험을 중심적으로 다뤘

다. Ⅱ장은 코로나19 사태 최초 피해자로서의 중국인 유학생들의 불안하

고 힘들었던 처지를, Ⅲ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혐오

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우선 중국인 유

학생들이 경험하는 혐오 유형을 분류한 후,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언급했던 ‘직접적인 혐오 없음’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지

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겨움’이란 성질이 중국인 혐오의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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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게 된 맥락을 분석하며 끝을 맺었다.

Ⅱ장 ‘코로나19 초기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의 핵심 관점은 중국인 유

학생들은 중국 보통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의 최초 피해자 집단

이었음을 피력하는 데 있다. 2019년 12월 31일에 코로나19 최초 확진환

자들이 처음으로 중국 공식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중국에서 전염 가능

성이 공식 확인된 날짜는 최대 명절인 춘절을 며칠 앞두지 않은 2020년

1월 20일이었다. 따라서 명절을 쇠러 중국에 들어갔던 중국인 유학생들

도 많았는바, 이들은 중국에서 인구가 천 만이 넘는 우한시는 물론이고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던 일원이었다.

이 중에는 집이 봉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이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전 지역에도 ‘반’봉쇄라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취해져 시민

들은 필수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외출만이 가능한 자가격리에 처해

져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봉쇄 지역에 비해 ‘반’봉쇄 지역은 국경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점

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으로의 입국 희망을 결코 놓을 수 없었고,

2020년 2월 초·중순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개강 지연 여부를 확정하지 않

았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항공편이 취소되고 전체 중국인 입국 금

지가 논쟁되는 시점에서 항공편을 더 빠른 시일로 재구매하는 등 행동을

취하였다.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에 대한 조건이 여의치 않고, 사회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 날선 우려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

가 많이 나왔지만, 이들은 더욱 책임감을 강조하고 한국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키며 자각격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봉쇄로 인해 결국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었던 후베이성 유학생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

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며 학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시 말

해, 사태 초기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여 중

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행동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이전의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 자

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대처하였다.

Ⅲ장 ‘코로나19와 중국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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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로나19 시기 낙인과 차별로 느꼈던 경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

술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혐오에 관해 제일 많은 담론

이 생산되었던 언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언론이 ‘중국인 혐오’를 조

장하는 행위자(agent)였음을 주장하였다.

언론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기사를 보

도하였고, 그 중에는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불신을 드러내는 보도들이

많았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은 중국인 대부분이 한국

과 중국을 비교하며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한국인을 비난하며 방역

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언론에서는 확실한 근거 없이

중국인 집단을 한국의 안전과 방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여 한국으로 ‘피난’온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더욱이 언론은 보도

대상을 전체 재한 중국인, 특히 대림 지역 중국인 주민들로 확장하여 중

국인이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 제공자이자 잠재적 보균자라는 낙인을 찍

음으로써 한국사회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 식문화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는

중국인의 식문화를 지나치게 단편화하여 폄하하였는데, 언론은 이렇듯

신종 질병을 보도함에 있어서 발원지 출신 집단을 스스럼없이 타자화하

며 그들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선동하였다.

2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기사들

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같은 기사들은 하나같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

가격리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함으

로써 중국인 유학생들을 배제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한편, 코로나19 초기 일상생활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는’ 혐오와 ‘이해할 수 없는’ 혐오 두 가지로 경험을 나누는 경향을 보

였다. 두 가지 혐오는 이 같은 경험들이 모두 심적으로는 불편했지만 이

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역을 위해 필요했는가라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나뉘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항에서의 중국발 특별입국절차나 서울대에서

격리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숙사 906동을 격리시설로 정하고 중국인 유

학생들을 자가격리 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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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방역과 관련이 없는, 일정한 시간

이 지나고 중국에서도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낙인과 차별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의견

을 피력하였다. 대표적으로 ‘우한 폐렴’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중국인이 명시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 포스터가 여

전히 학교 곳곳에 배치된 것에 대해, 중국인이 전하는 중국에서의 방역

효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명백한 낙인과 혐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

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지나치게 강

하다고 느끼지 않았음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각 정부기관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에 응원의 말과 함께 의료물품을 지원하였고,

전체 중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서울대 기숙사 주위

에 “우한 자요우(우한 화이팅)” 현수막이 걸어진 등등의 조치들을 이야

기하며 한국사회에 중국인 혐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긍정적인 부분

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중국

인 혐오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 혐오가 다시

점화되는 측면은 있어도 처음 생겼다고 할 만큼 절대적인 전환점은 아니

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혐오의 맥락 속

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Ⅱ장과 Ⅲ장을 통해 논의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의 중국

인 혐오를 확장하여 Ⅳ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상황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인 유학생이 놓은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

의 특징과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Ⅳ장 ‘중국인 유학생 혐오 분석’은 우선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한국에

서의 전반적인 혐오 경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혐오 경험은 크게 ‘인터넷 혐오표현 경험’,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듣는 ‘간접적인 경험’ 그리고 그들이 직접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직접적인 혐오 경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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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학생들이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 반면에 직접

적인 혐오 경험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에 대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에도 편차가 존재했는데, 혹자

는 인터넷 혐오표현에 분노했지만 혹자는 악플러는 무시하고 현실에 더

욱 의미를 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혐오를 경험하지 않았다

는 사실에 의미를 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중국

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었다. 혹자에

게서는 현실과 인터넷 사이의 괴리로부터 불편했던 경험들을 자신의 ‘예

민함’으로 내면화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들이 중국

인 유학생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의 생활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혐오 없음’은 확실히 이

들의 전반적인 혐오 인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중요한 표현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다음

으로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혐오가 부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는 분명히 중국인 혐

오가 코로나19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크게 1) 편견에 기반

한 정체성 정치, 2) 이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논쟁, 그리고 3) 코로나

19에 관한 비난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인 혐오를 목격 또는 경험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편견에 의한 정체성 정치를 보면, 한국인들은 대

체로 중국인에 대해 ‘더럽다’, ‘미개하다’, ‘시끄럽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부유하지만 공부에 열중하지 않는다.’, ‘모두 공산당 소속이다’ 등의 편견

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짓는 정체성 정치를 선보

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의 ‘우월감’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며 “중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와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

않아요.”를 대항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편견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데올로기 대립과 문화유산 논쟁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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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데올로기 대립이 존재해왔지만 근 몇 년 동안 갈등을 특히 고

조시킨 것은 2016년의 사드 사태와 2019년의 홍콩 시위에 대한 입장 대

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드 사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논쟁보

다는 그 후 ‘한한령’에 대한 양국의 선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악

화되었고, 홍콩 시위에 대한 입장 대치는 설전을 넘어서 직접적인 폭력

이 오가는 유례없는 충돌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관계 악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

아이돌 한국전쟁 관련 발언, 한복 그리고 김치 소유권 등 역사적 사실과

문화유산에 관한 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두 나라 네티즌들 사

이의 설전은 더없이 치달아갔고 이로써 양국은 서로에 대한 혐오를 스스

럼없이 드러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적인 혐오를 경험하지 못한 데에는 혐오자들이 ‘투명망토’를 입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인 연구참여자들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에 비해

보다 더 중국인 혐오를 인식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혐오자들이 대체로 한

국인들 앞에서는 인터넷 수위만큼은 아니더라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터

넷 담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혐오자들은 현실에서 중국인이 없을 때에 한국인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투명망토’를

입은 혐오자의 가시화를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누

구보다 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혐

오자들이 ‘투명망토’를 입는 것은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아주 큰 특징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주장과 문헌자료 조사에 의하면, 혐오

자들이 ‘투명망토’를 입는 것은 비단 중국인 혐오의 특징만은 아니었는

데, 이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만나온 한국인 학생들은 대체로 일상에서

갈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한국 사회 내 전

반적인 증오범죄 비율이 실제로 낮은 편으로 통계된다는 두 가지 측면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인들이 주요하게 물리적, 신체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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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설전으로 혐오를 가하는 것을 한국 사회 혐오 문제의 특성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학생이자 학교 기숙사에 거주한다는 사실도 중

국인 연구참여자들의 혐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

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선정했을 때의 예상과 달리,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인 대학원생들의 일상적인 교류는 대체로 단절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

다. 한국인 룸메이트와 우정을 나눌 만큼 가까운 관계를 맺은 연구참여

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간단한 대화와 가끔 함께하는 식사가 이들

관계의 전부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인 친구들과

는 친밀한 관계를 쌓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비되는 현상이었고, 특

히 코로나19 이후 기숙사에 있는 시간은 더욱 많아진 반면에 연구실과

같은 학교 내부 공간에서 한국인과 마주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어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의 기타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과의 교류 대비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쩌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직접적

인 혐오 부재는 애초에 한국인과의 교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으로 분석되는 측면도 있다. 이해와 우정을 전제로 한 깊은 대면 교류

가 결실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혐오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만한 환경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상에서의 논쟁이나 혐오와

같이 예민한 사항에서도 여실히 적용되어 결국 두 집단이 공간적으로는

가까이에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인터넷에 머물러 있는 악순

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혐오가 없는 또는 거의 불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상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학교 밖에서는 간혹 혐오를 의심

할 만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는 점도 이들의 직접적인 혐오 경험에 일

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직접적인 혐오 경험의 부재는 유효한 혐오 특징 중

하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역겨운(disgust)’이란 성질이 혐오의

가장 뚜렷한 특성으로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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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중국인에 대한 ‘역겨움’의 혐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와 회피를 중국인 전체 집단에 투사함으로써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자

체를 ‘바이러스 보균자’로 간주하는 것과, 야생동물 식문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으로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중국인만 행하는 음

식문화인 것 마냥 치부되면서 기존에 행해진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

견과 결합해 중국인 음식문화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렇

게 바이러스에 대한 원초적인 ‘역겨움’이 중국인을 오염원으로 치부하는

투사적 ‘역겨움’으로 변형됨으로써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결합하는 공존하는 상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의 확산은 각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분리될 수 없음에도 줄곧 중국의 책임이라는 여론을

통해 끊임없이 낙인과 차별을 가하며 중국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혐오

를 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역겨움’의 특성은 ‘증오’의 특성으로 전환되고,

결합되어 ‘역겨움’과 ‘증오’ 특성이 공존하는 코로나19 시기 중국인 혐오

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거치며, 연구자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은 늘 평

균 이하의 이미지로 규정되고 각인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은 결코

중국인을 동등한 ‘위치’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과 인

식이 바이러스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와 더해져 더욱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과 중국인을 한국 및 한국인 보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하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경멸하는 시선과

태도가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의 근본적인 요인이었음으로 귀결된다. 그

러므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중국인 혐오는 신인종주의의 체현인

것이다(김현미 2018).

유전학, 생물학에 기반을 두는 과거의 인종주의와 달리, 신인종주의는

유전적 특성이 아닌 문화를 본질적 차이를 낳는 근본적 원인으로 본다

(박경태 2009). 즉, 신인종주의는 ‘문화적 억압’과 종족주의(ethnicism)의

형태로 표현되는 “인종 대신 특정 문화권의 언어, 종교나 문화, 의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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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등 ‘문화적 기표’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경향”(김현미

2018: 221)이다. 이러한 신인종주의자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인종차별자가

아니라 특정 문화권의 반인권적 요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변호

하면서,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동질한 문화를 공유하고 실

천하는 집단으로 전제하며, 본인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는다는 것이다

(ibid : 221-222). 결국 과거의 인종주의는 유전적인 차이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되지만, 신인종주의는 신앙이나 비이성적인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신인종주의자나 그에 대항하는 반대편이나

모두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없는 주도권 싸움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박

경태 2009: 133).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

의 상호작용 한계 및 양국 사이의 논쟁과 갈등 해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쩌면 두 집단 사

이의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하는 현상일 수

도 있겠다.

이에 연구자는 비록 아직까지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

범죄가 적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인들

이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인식과 이들이 때로는 불편한 상황

들을 자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닌지 내면화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

내 중국인 혐오의 체현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

다. 왜냐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처한 혐오 상황은 그 자신들도 크게 감

지하지 못했던 ‘microaggression’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 몇 년 간 일상 속 차별을 의미하는 ‘microaggression’에 대한 논의

가 부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미묘한 차별’, ‘약한 공격’, 또는

‘먼지 차별’로 표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미국 내에서 반 아시안(Ant

i-Asian) 증오 범죄가 수차례 일어나면서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microaggression’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도 하였다114).

114) 예를 들면, 2021년 6월 23일자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NYT 1개면 가득 채웠다… L

PGA 한국 선수들이 당하는 인종차별” 참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

us/2021/06/23/EFJP4QOSDVG7NPNMWYBS547EGU/?utm_source=naver&utm_med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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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심리학자 데랄드 윙 수 (Derald Wing Sue)와 리사 스파니에르

만(Lisa Spanierman)의 저서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에

서는 ‘microaggression’을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대인관계에서 가해자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대상에게 가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해악

(harm)으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차별이라는 점

에서 무심하지만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2020: 8). 저자들은 특히 인종적

‘microaggression’은 일상 환경에서 너무도 익숙하여 발견되기도 인지되

기도 어렵지만 피해자는 결국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고 그 위험성을 경

고하였다(2020: 9-16). 미국의 연구원 프리실라 루이(P. Priscilla Lui 202

0) 또한 ‘microaggression’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코 노골적인 차

별(overt discrimination)에 비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내용에서 ‘편견’에서 시작한 혐오가 ‘혐오표현’, ‘차별행위’를 거쳐

결국 ‘증오범죄’, 제일 극단적으로는 ‘집단학살’까지 이어진다(ADL 2018;

홍성수 2018: 81-85에서 재인용)고 언급했듯이, 비록 아직까지 한국에서

중국인 혐오로 인한 증오범죄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도 중국인

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갈등이 언젠가 증오범죄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그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듯하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연구자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일상에서의 깊은 대면적 교류의 증가를 현재 한국 사회의

중국인 혐오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옅은 접촉으로만 이루어

지는 교류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류. 생각의 다름을 알지만 그

차이의 경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인내심과 노력의 시도. 그것이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인터넷이 아닌 현실로, ‘편견’을 없애고 우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인류학자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함으로 우리들의 몸은 언제나 ‘내 것이 아닌’ 외부를 향해 ‘구멍’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하였다. 그 구멍을 통해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질이

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6/23/EFJP4QOSDVG7NPNMWYBS547EG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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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 혐오스러운 것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면 그것은

‘나’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의 ‘혐오’를 이끌어낸다고 하

였다(Ahmed 2004: 83). 그러나 역으로, 생존을 위해 우리들의 몸은 ‘구

멍’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것이 아닌 그 외부

의 무언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외부의 것’을 혐오스

러운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것과의 진실한 접촉을 통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

는 것, 그리하여 진솔한 소통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연구자는 그것이

혐오의 시대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

다.

이정의(韓:) 처음에 [중국인]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훨씬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알아가면서 그 이미지들이 깨지는

그런 과정이 더 많은 편인가요?

이정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볼 때는 선

입견 없이 먼저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야지”하는 생각이 훨씬 많고. 근데 이전을 생각해보면 그런 선입

견이 먼저 있고 더 얘기해보니까 “그렇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

던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 연구참여자 리의정의 말처럼, 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알아

가고자 하는 반복되는 시도를 통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씌웠던 편견

과 낙인을 벗겨낼 수 있다고 기대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후속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중국인 혐오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한국인과 중국인의 관계에서 ‘한국

인은 혐오 가해자, 중국인은 혐오 피해자’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주장하

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인과 중국인의 관계는 상호 혐오에 가깝다. 더

욱이, 중국인 연구참여자 림미인은 팀플 문제만 봐도 중국에서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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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대해 똑같은 편견과 배제가 존재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중국인 혐오와 중국에서 행해지는 한국인 혐오

의 담론과 메케니즘에는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현재 두 집단 사이에서 오고가는 혐오의 구성과 (재)생산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인 측면까지 아울러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분석하

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글로벌 문

화자본을 획득하고자 한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추구는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유학’이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 학력과 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글로

벌 문화자본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

적인 질문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더욱 다양한 재한 중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중국인 혐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몇몇 중국

인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다른 환경으로 간주하였듯이 특

정 환경에서 생활하고 작업하는 집단마다 그들만이 느끼는 혐오의 구성

과 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중국인 혐오표현이 점점 많아지고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혐오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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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20200316_951739.shtml>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법 시행규칙」(제785호): <http://nqs.kdc

a.go.kr/nqs/quaInfo.do?gubun=law&subGubun=regulation>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http://www.icnkr.com/
http://global.seoul.go.kr/user.do?mode=view&article_seq=20849&menu_id=0306000000&cpage=1&rows=&year=&month=&condition=&keyword=&site_code=0202
https://snudorm.snu.ac.kr/%ea%b8%b0%ea%b4%80-%ec%86%8c%ea%b0%9c/%ed%98%84%ed%99%a9/
http://tjj.wuhan.gov.cn/
http://korean.wuhan.gov.cn/wh_hanyuwz02/wh_hanyuwz026/202003/t20200316_951739.shtml
http://nqs.kdca.go.kr/nqs/quaInfo.do?gubun=law&subGubun=regulation


- 191 -

청와대 국민청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

go.kr/petitions/597240>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

59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https://www.kic.re.kr/pubdata/p

ublic/List.jsp>

행정안전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

un=32&ncvContSeq=1699>

百度百科, “突发公共卫生事件”： <https://baike.baidu.com/item/%E7%A

A%81%E5%8F%91%E5%85%AC%E5%85%B1%E5%8D%AB%E7%9

4%9F%E4%BA%8B%E4%BB%B6/9147955>

WeChat[微信公众号]·INSIGHT视界

“被殴打的23岁中国女留学生与被歧视的中国人”: <https://mp.weixin.qq.c

om/s/pw-dbDWKq9NjjlzUAe_nAw>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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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노오력, 노력의 배신자”

2020.10.07. “‘중국은 비호감’ 역대 최고치… 퓨리서치 14개국 조사, 호

주·한국 등 부정평가↑”

국민일보

2020.01.28. “‘우한 폐렴’ 무증상 감염자에 검역망 속속 뚫렸다”

뉴데일리

2020.02.19. “설마 사실일까… ‘中 우한서 산 환자 화장’ 주장 잇달아”

뉴스1

2020.02.04. “중국은 전염병 천국인데, 인도는 왜 전염병이 없을까?”

2020.04.07. ““난 중국인 아닌 한국인” 티셔츠, 인종차별 논란에 ‘기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240
https://www.kic.re.kr/pubdata/public/List.jsp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ontSeq=1699
https://baike.baidu.com/item/%E7%AA%81%E5%8F%91%E5%85%AC%E5%85%B1%E5%8D%AB%E7%94%9F%E4%BA%8B%E4%BB%B6/9147955
https://mp.weixin.qq.com/s/pw-dbDWKq9NjjlzUAe_n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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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2020.02.03. “‘신종 코로나, 고의적으로 만들었나’ 의사SNS 달군 印논문

…전문가들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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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관악사 지키는 코로나 어벤저스”

시사IN

2020.03.05. “코로나19가 드러낸 대학 교육의 기저질환”

연합뉴스

2020.01.23.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뱀 먹다가 옮는다”

2020.01.30. “신종코로나에 지구촌 곳곳서 '중국인 혐오' 기승”

2020.02.12. “신종코로나 한글 명칭 ‘코로나19’…영어 명칭은

‘COVID-19’”

2020.02.26. “中유학생들 본격 입국…‘자취 유학생’에 긴장하는 대학가”

2020.03.19. “트럼프 ‘코로나19는 중국바이러스’ 연일 中책임론”

2020.11.05. “우리 한복이 중국 명나라에서 유래했다?”

2020.12.12. “김치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전래했다?”

2021.05.10.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조선일보

2020.01.24.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은가”

2020.03.19.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 과거 댓글 공개”

2021.06.23. “NYT 1개면 가득 채웠다… LPGA 한국 선수들이 당하는

인종차별”

중앙일보

2020.02.13. “대학 기숙사 찾은 유은혜 ‘중국 유학생도 모두 우리의

학생’”

채널A

2020.02.20. “기숙사 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캠퍼스 밖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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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08.22. “혐오범죄 잇따르는데…통계수치도 없는게 현실”

한겨레

2020.02.27. “청와대 ‘특별입국절차 시행 뒤 확진자 없어…중국인 입국

금지 실익 없어’”

2020.03.10. “중국 검색하면 감염·공포…‘짱깨’ 혐오표현 사흘만에 31배”

2021.03.17. “애틀랜타 연쇄 총격 용의자 SNS에 ‘중국은 최대 악’”

한국기자협회

2020.02.05. “‘혐오’를 파는 신종 코로나 보도”

한국일보

2019.11.12. “고려대서 ‘홍콩 시위 대자보’ 훼손 中 유학생과 한국 학

생 충돌”

헤럴드경제

2020.01.29.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JTBC

2016.07.21. “‘사드 배치 불만’ 중국, 온라인까지 ‘한류 제한령’”

2020.06.18. ““영화 ‘청년경찰’, 중국 동포에 사과하라”…법원 권고”

KBS

2020.02.02. “중국 전용 특별입국절차 신설…중국인 유학생 지원단 구

성”

2020.02.05.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자율 격리’ 지침 혼란…“재정리하

겠다””

2020.02.09. “‘공포·혐오·분열’에 감염된 언론,”『저널리즘 토크쇼J』

2020.02.17. “‘중국 체류 유학생에 1학기 휴학 권고’…자가격리 강화”

2020.02.24. “中 유학생 안내 창구 인천공항에 설치”

2020.08.21. “‘정부가 中후베이 입국 제한 풀어 코로나 폭발’…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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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억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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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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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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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钟南山：新型冠状病毒肺炎‘肯定人传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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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时代的尘埃：一位武汉基层官员眼中的封城之前八小时”

长江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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环球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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很大差别”

澎湃新闻

2020.01.28. "学术视角告诉你：500万武汉人是'逃离'还是'正常离开'"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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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华每日电讯

2021.01.16. “滥用‘战时状态’不利于抗疫大局”

新京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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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武漢新確診新型冠狀病毒肺炎136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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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白巖鬆八問鍾南山：新型冠狀病毒肺炎，情況到底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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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f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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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pho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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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thnographic Study of 'Sinophob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th Korean Graduate Students

living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ormitory

Zhang, Li E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mbodiment of 'Sinophobia' in South

Korean socie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an ethnographic way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th Korean graduat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r this study, from September 2020 to the end of

February 2021, the researcher selected Chinese graduate students and

South Korean graduat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COVID-19 outbreak, the Chinese were the first victims to

experienc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by watching the spread of

COVID-19, the lockdown in Wuhan City and Hubei Province, and the

‘semi-lockdown’ in other areas in real-time. In the face of

unprecedented outbreak of pandemic, the Chinese felt unprecedented

confusion and fear, and it was best for them to watch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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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while self-quarantin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revention measure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returned to

China for the Lunar New Year also had to face an unexpected panic,

and they had to stay at home and anxiously watched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in China and policy changes in South

Korea every day. In a rapidly changing situation, such as a ‘Chinese

Entry Ban’ petition posted on National Petition in South Korea, an

entry ban was imposed to Hubei Province, and schools enforced

self-quarantine for dormitory students, Chinese students had to

experience anxiety, despair, and good fortune. There was a constant

tug-of-war between them.

Nevertheless,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Hubei

Province did their best not to postpone their studies even under the

limited circumstances, and the students who entered South Korea

showed their sincerity in self-quarantine, emphasizing responsibility

even in the uncomfortable environment.

As such,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Chinese tried to

maintain their daily life while zealously following South Korean

prevention measures under the given situation. But in South Korea,

the Anti-Chinese sentiment began to spread rapidly. At the center of

it was South Korea media, which was creating excessive fear and

anxiety by reporting the COVID-19 situation, contributing to the

incitement of hatred toward China and Chinese. Therefore, Chinese

students expressed frustration and anger at the exaggerated and

untrue reports in the South Korean media.

Regarding the experience of stigma and discrimination other than

media reports in the COVID-19 period, the Chinese students showed

a tendency to distinguish between ‘understandable’ and

‘ununderstandable’ hatred. They classified the experiences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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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fortable at heart but understood with their heads as

‘understandable’ Sinophobia, which was generally thought to be

necessary measures for prevention and possible trial and error in a

chaotic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hey classified the experiences

that were uncomfortable at heart and also not acceptable in the head

as ‘ununderstandable’ Sinophobia, like the stigma represented by

‘Wuhan pneumonia’, and the invisibility of Chinese people’s efforts in

the COVID-19 pandemic, that sensed China and Chinese people never

can escape from the stigma of COVID-19.

However, in the point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not

experienced direct Sinophobia caused by COVID-19, their evaluation

of Sinophobia during the COVIE-19 period showed different aspects.

This is coupled with the fact that Chinese students did not

experience direct Sinophobia while experiencing many hate speeches

on the Internet even before COVID-19, and the absence of direct

Sinophobia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inophobia

in South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South Korean research participants,

there was definitely an Anti-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was generally expressed in three aspects: ‘identity

politics based on prejudic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cultural

heritage debate’, and ‘criticism about COVID-19.’ However, compared

to the Chinese research participants the South Korean research

participants were more strongly aware of and acknowledge the

Sinophobia because Chinese haters showed their presence in front of

the South Koreans but they were hiding their presence in an

‘invisible cloak’ when they saw Chinese were around them.

And a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no direct

Sinophobia’ claimed by Chinese students, it was found that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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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are better at inflicting hatred through verbal warfare rather

than hate crimes that involve physical violence. At the same time, it

was discovered that although all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dormitory students sharing a common living radius as a community,

the daily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cut off.

Because of the disconnected relationship, Sinophobia was not directly

visible in the first place. Furthermore, Chinese students assumed the

campus as a safe place outside of school and gave meaning to 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are spatially close

but psychologically distant, eventually hindered mutual interaction in

reality and caused a vicious cycle in which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remained on the Internet.

This continued Sinophobia in South Korean society has reached a

new shift in which the nature of ‘disgust’ has risen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Such as seeing the whole Chinese as ‘virus

carriers’, criticizing Chinese food culture itself because wild animal

food culture was raised as the origin of the COVID-19 virus, the

primitive disgust towards the unprecedented virus is transformed into

a projective disgust that dismisses the Chinese as a source of

pollution. Thus, the Sinophobia during the COVID-19 period consisted

of a combination of primitive and projective disgust, which led to the

hatred that made the Chinese a scapegoat by constantly blaming

China for almost all problems related to COVID-19. As such, ‘disgust’

again turned into the characteristic of 'hatred', and the Sinophobia

during the COVID-19 period developed into an Anti-Chinese

sentiment in which ‘disgust’ and ‘hatred’ coexist. This combined with

the Sinophobia that had been directed at the Chinese people since

before COVID-19, creating a greater Sinophobia.

In the end, the Sinophobia in South Korea during th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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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is a politics of stigma that constantly demonizing China and

Chinese people, and it is an extension of the embodiment of

neo-racism in which Chinese people have been regarded as inferior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in South Korea.

Keywords : COVID-19, Sinophobia,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South Korean graduate students, direct Sinophobia

absence, disgust and hatred, Neo-Racism

Student Number : 2018-2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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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新冠疫情时期有关韩国人"厌恶中国人"的

民族志研究

-以首尔大学住宿生中·韩研究生的经历和认知为中心

张丽恩

人类学系

首尔大学研究生院

本研究利用民族志方法论对中国留学生和韩国研究生在新冠疫情期间有

关韩国社会“厌恶中国人”的经历和认知进行了探讨，进而分析了在韩国社会

中存在的“厌恶中国人”的具体表现和特征。本研究从2020年9月进行到2021年

2月末，所选择的研究参与者是有过或一直在首尔大学研究生宿舍住宿的中国

(研究生)留学生和韩国研究生。

在新冠疫情中，中国人作为新冠病毒的最初受害者，经历了新冠疫情的

传播、武汉市和湖北省的封锁以及其他地区的“半封锁”。面对史无前例的疫

情爆发，中国人感到前所未有的困惑和恐惧。疫情初期他们只能在观察情况

的同时，按照当地政府的防范措施进行自我隔离。而回中国过春节的中国留

学生们也不得不面对这些意想不到的恐慌，每天只能呆在家里，不安地关注

着中国的疫情局势和韩国政策的变化。疫情愈加严重的情况下，韩国甚至出

现了“中国人禁止入境”的国民请愿，且对湖北省实施了禁止入境措施。学校

方面也对从中国入境的住宿生采取了让住宿生实施自我隔离等一系列的措

施。这些种种政策与措施出现都加剧了中国留学生的不安与恐慌。

尽管如此，湖北省的留学生为了不推迟学业，在有限的情况下仍然竭尽

全力，通过网络的形式参与到了学习当中。而已经入境韩国的中国留学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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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诸多不便的情况下强调着责任感，以积极、诚实的态度进行了自我隔离。

  虽然疫情肆虐，中国人还是严格并且努力地遵守了防疫措施，始终都没

有放弃过正常的日常生活。但也因为疫情，韩国人“厌恶中国人”的情绪开始

迅速高涨，而其中心就是以韩国媒体展开的过分恐惧化。他们在报道新冠疫

情时给韩国群众制造了过度的恐惧和焦虑，煽动了韩国群众对中国和中国人

的仇恨情绪。对此，中国留学生向韩国媒体夸张、不符合事实的报道表露了

强烈的不满。

对于新冠疫情下媒体报道以外的污名化和歧视经历，中国留学生大致把

对中国人的厌恶区分为“予以理解”和“不予以理解”。他们把情感上不舒服，

但理智上可以接受的经历归类为“予以理解”的厌恶。这种类型的“厌恶”经历

一般包括：为了防疫而采取的必要措施，以及在混乱的情况下难免会产生的

一些错误。另一方面，他们把那些情感上不能接受、认知上也不能接受的经

历归类为“不予以理解”的厌恶。比如以“武汉肺炎”为代表的污名和无视中国

人在新冠疫情中的努力和忍耐等。他们把这种无法摆脱的烙印大致归为了“不

予以理解”的经历当中。

然而，也有一些中国留学生表示，由于没有经历过因新冠疫情导致的直

接厌恶，所以在新冠疫情时期有关“厌恶中国人”的观点上出现了一定的分

歧。加上新冠疫情之前，中国留学生虽然在网络上遭受过许多仇恨言论的抨

击，但现实中却没有真正地经历过被直接的厌恶对待。由此不难看出直接厌

恶的缺失是“厌恶中国人”在韩国社会体现的重要特征。

但根据韩国研究参与者的“证词”，基本上可以确定的是韩国社会中的确

存在厌恶中国人的现象。其原因大致可归为三个方面：“基于偏见的身份政

治”，“意识形态的对立和文化遗产的争论”和“关于新冠疫情的指责”。由于这

些厌恶者们会在韩国人面前展露出来，但在面对中国人时却像披了“隐身斗

篷”般，隐藏自己的存在，因此与无法确定“厌恶中国人”现象的中国研究生

(留学生)相比，韩国研究生更为淋漓尽致及斩钉截铁地承认了韩国社会内“厌

恶中国人”的现象。

在进一步对中国研究参与者主张的“无直接厌恶”的看法进行深层分析后

发现，韩国人比起可见的物理攻击引起的仇恨犯罪，更倾向于以“舌战”的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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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表达厌恶情绪。同时作者还发现，尽管研究参与者都是生活在同一个生活

半径里的住宿生，但双方之间的日常交流几乎处于一个隔绝的状态。由于双

方之间没有交流，所以中国留学生就没有过“机会”去感知对方的直接厌恶。

而且中国留学生认为校内相对于校外比较安全，从而觉得校内“不可能”有直

接厌恶。这可谓是对该现象的一种“雪上加霜”。

本文所选定的两个研究参与者，虽然在空间距离上很近，但在心理距离

上却是非常遥远。这种现象最终阻碍了两者之间的相互交流，从而形成了一

种恶循环，加剧了双方对彼此的认知与理解仅停留在了网络上。

随着新冠疫情的爆发，韩国社会 “厌恶中国人 ”的情绪由于 “厌恶

(disgust)”性质的上升得到了进一步的“升华”。一开始把中国人视为"病毒携

带者", 因为食用野生动物被当作新型冠状病毒的起源从而指责中国饮食文化

本身等现象，这些无一不在说明韩国社会把对病毒的原始性厌恶投射到中国

人身上，把中国人视为“污染源”发泄厌恶情绪。由此可以看出，新冠疫情时

期的“厌恶中国人”结合了原始性厌恶和投射性厌恶，是一种两个形式共存的

厌恶。不仅如此，几乎所有有关新冠疫情的问题都转嫁给了中国，成了中国

的责任，形成了一种让中国人当替罪羊的厌恶形式。就这样， “厌恶

(disgust)”再次转变为“憎恶(hatred)”，新冠疫情时期的“厌恶中国人”发展成

了“厌恶(disgust)”和“憎恶(hatred)”共存的厌恶形式。这与新冠疫情以前对中

国人产生的厌恶相结合，转变成了更为强烈的厌恶。

本文经过研究表明，在新冠疫情时期韩国社会上演的“厌恶中国人”就是

韩国不断妖魔化中国和中国人的烙印的政治(the politics of stigma)，也是

一直以来中国人在韩国被认为是政治、经济、社会、文化上低等存在的新种

族主义的延续。

关键词 : 新冠疫情，厌恶中国人，中国留学生和韩国研究生，直接厌恶缺
失，厌恶与憎恶，新种族主义
学号: 2018-2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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