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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한 양국 교류가 깊어지면서 요새 중국에서 한국인  여행자, 

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은 이미 

중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다. 코리아타운은 재중 한국인의 집중 

거주지이며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한중 양국의 

민간교류가 이뤄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실태와 변화추세를 알아보고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코리아타운의 변화추세를 검토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는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을 

연구대상으로 3 개 코리아타운이 어떤 변화 추세가 보이는지와 어떤 

유형의 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잘 발전하는지라는 2 개 연구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중국의 한국집중거주지의 역사와 

개황을 요약한 다음에 청도, 베이징, 쑤저우에 있는 3 개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3 개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어느 코리아타운의 발전이 제일 성공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힌다. 또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제일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주를 하고 싶은 한국사람들한테 도시를 

선택할 때에 근거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주려고 한다. 발전추세에 

대한 검토는 경제발전, 사회적발전과 문화적발전 3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진행한다. 연구에서는 비교연구의 

방법을 취하고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통해 

인터뷰,설문조사,통계자료와 신문등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결과를 



얻는다. 본 연구에는 베이징 코리아타운이 몰락하고 있고 청도 

코리아타운이 현상을 유지하고 평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빠른 발전이 보이고 발전모델이 제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베이징 부분이 가설과 

조금 다르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여러 골란에 직면하고 

있지만 왕징은 여전히 현지인의 인상속에 한국문화의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엔 시기상조이다고 본다. 

수도이며 경제발전도 빠르고 성숙한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학이나 대기업 진입의 좋은 곳이라고 본다. 청도 코리아타운은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거나 중국여행을 가려는 한국인한테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또 3 지 지금의 발전추세를 보면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제일 빠른 경제성장과 제일 좋은 투자환경과 

외자유치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한테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Keywords: 코리아타운, 재중한국인, 도시특색, 에스닉 커뮤니티의 

사회적응, 한국문화특색 보유, 변화추세 

 

학번: 2020-2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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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92 년 중한 수교한 후에 많은 한국사람이 중국에 오게 된다. 

한국인의 중국입주는 집단적 형태가 보이는데 중국 주요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라는 한국인만의 애스닉 커뮤니티(ethnic community)가 

형성된다. 이런 애스닉 커뮤니티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는데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같이 애스닉 커뮤니티의 한 사례로 

이루어진 연구도 있고 중국내에 있는 특정한 코리아타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 특히 중국내의 코리아타운을 대상을 한 

연구들은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 한국인의 사회적 적응, 한국인의 

대중국 투자, 코리아타운 내부의 계층분화와 민족간 모순, 그리고 

코리아타운이 한국문화 홍보할 때에 역할등 주제위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들을 시간상으로 보면 

2004 년~2010 년동안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과 청도 성양구 코리아타운의 전성기에 집중적으로 

나온데 최근에 들어서 코리아타운에 대한 관심도 전보다 못한다. 

특히 사드사건 이후에 일부 중국사람들중에 반한정서가 나오고 이런 

환경에서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어떤 추세가 보이는지가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요새 중국의 개혁개방이 깊어짐과 중국의 국가실력과 

국제지위의 상승에 따라 해마다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오게 

되는데 대량의 한국사람은 코리아타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코리아타운은 유입한 한국인한테 사회적 적응하는 때에 도움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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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중에는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변화추세와 근황을 분석하려고 한다.  

공간상으로 보면 한국인의 중국 유입은 여러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도시도 다르다. 중국으로 유입한 

한국인의 신분은 주로 대기업 주재원, 공공기관 주재관, 대형 

자영업자, 중소형 자영업자, 영세한 자영업자, 유학생, 주부, 

유동인구등 있는데1, 중국 유입의 주요 목적은 크게 유학, 비즈니즈, 

여행과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된 

지역들은 보통 1) 외국인을 잘 포용하고 성숙한 한인사회가 형성된 

수도지역, 2) 한국과 지리적 가까운 도시(예를 들어 요동반도 지역), 

또는 3)경제가 상대적 잘 발전된 도시(예를 들어 장강 삼각주 

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중에 많은 도시들에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중에서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온 목적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도시 3 개를 골랐다.  

먼저 수도지역인 베이징은 중국적 특색이 강하고 경제적 발전도 

좋은 곳이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일찍 한국인이 거주하는 

역사가 있고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가 보인다.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도 역사가 길고 성숙하고 중국의 한인사회의 중심2이기 

때문에 중국 코리아타운을 연구할 때 꼭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1
정종호「왕징모델(望京模式):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분화」2013.8.10 

중국학연구  

베이징 한인사회에서는 한인협회가 중요한 역활을 맡고 있다. 한인협회는 

보통 본부가 있고 지방마다 지부가 있는데 한인협회들의 회장들은 대부분 

베이징에 있고 본부도 베이징에 있기 때문에 베이징은 중국 한인사회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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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개방적 환경, 상대적 좋은 경제발전과 긴 한인 거주 

역사를 가진 도시(예를 들어 광동성)에게 베이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대표성이 있다. 또 요동반도에 위치한 청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제일 가깝고 기후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다. 청도는 관광업을 위주한 도시인데 생활은 여유롭고 

스트레스 적은 편이다. 이 것을 이유로 많은 한국사람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청도에 정착하게 된다. 2019 년말의 코로나 19 전까지도 

한국사람들이 청도를 중국여행의 제일 좋은 목적지로 선택하고3 

주말에 청도로 여행하는 것도 유행이었다. 그래서 청도는 여행도시의 

대표로 선택된다. 그 다음은 쑤저우는 요새 경제발전이 좋고 

외자유치를 하는 때에 전국 범위에서 시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국기업들은 쑤저우를 좋은 투자지로 간주된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지만 그의 성장은 경제이익을 

위해 발전된 코리아타운을 연구하는 때에 제일 대표성이 있다. 다음 

표에서는 3 지 코리아타운의 차이점과 대표성을 보여준다:  

 

 

 

 

 

 

                                                             
3
 조사결과 출저: https://www.sohu.com/a/153045906_527022 검색일: 2021.11.12 

https://www.sohu.com/a/153045906_5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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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대표성 

베이징  긴 한인거주 역사& 중국 특색 

강함 

 개방적인 외국인정책  

 성숙한 한인사회 네트워크 

 풍부한 교육자원(대학교 밀집) 

 문화적 발전이 잘 되는 

코리아타운들 

 대기업투자.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에 온 

한국인에게 

청도  지리적 가까움& 기후환경이 

비슷함 

 긴 한인거주역사 

 제일 큰 규모의 코리아타운 

 여행도시& 여유로운 생활 

 사회적 발전이 잘 되는 

코리아타운들 

 여행과 여유로운 

생활을 목적으로 

중국에 온 한국인에게 

쑤저우  짧은 한인 거주역사&신흥 

 작은 규모 

 고급화 

 빠른 경제성장& 좋은 

외자유치 정책 

 경제적 발전이 잘 되는 

코리아타운들 

 경제적 목적으로 

중국으로 온 

한국인에게 

 

본 논문에서 비교방법론의 연구방법을 취하고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지금 어떤 

유형의 도시중에 코리아타운이 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또 

한국사람들이 여러 목적으로 중국에 유입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 왔을 때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청작할 도시를 선택하는 

한국사람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연구 과정중에서 본 

연구는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으로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연구한다. 본 

논문중에서 선행연구의 이론과 성과를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 국가 

통계국이나 수출입은행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공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코리아타운의 근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공식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직접 설물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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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다. 예를 들어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신흥이라서 데이터가 완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중에서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인적관계를 알아본다. 

연구의 틀을 보면 일단 선행연구의 이론을 기초로 연구의 

구조를 정했다. 코리아타운의 변화추세를 연구할 때 보통 2 가지 

각도가 있는데 첫번째는 애스닉 커뮤니티의 한 사례로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 이론을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두번째는 

중국에 있는 “성중촌(城中村)” , 예를 들어 베이징의 

신쟝촌（新疆村）, 절강촌（浙江村）과 같이 이민자와 당지인간의 

격리성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4.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차이나타운은 전통적인 애스닉 커뮤니티인데 차이나타운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은 보통 사회 저계층에 있는 저급 이민자 

혹은 노동력 이민자이다. 그들은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하고 당지의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미국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구성원 사회적 

신분이 원전 다른 것이다. 중국의 한인집중거주지역에서는 다민족이 

혼거하고 다른 지역보다 국제화되고 고급스러운 경형이 있는데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은 압박감이 없다. 그래서 본 

연구중에서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방식보다 중국적 배경을 

기초로 이루어진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들을 이론 기초로 쓴다. 

                                                             
4
 周雯婷，刘云刚，全志英 2016.4「全球化背景下在华韩国人族裔聚居区的形成与发展演变—

—以北京望京为例」地理学报 Vol.7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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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성을 배경으로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중 정종호의 연구는 

이론기초를 마련하고 대표성이 있다. 그 원인은 정종호의 

연구(2020)속에  일단 중국이 개혁개방후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사회변화를 잘 보여주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준다. 또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연구할 때 

경제발전, 사회분화와 문화적 발전 3 방면으로 통합적 분석되는데 

이런 구조가 다른 학자들이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연구할 때 많이 

참고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구조는 정종호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연구할 때의 구조를 참고하여 먼저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서술하고 배경을 마련한 후에 각 

코리아타운내부의 경제발전, 사회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을 분석한다. 

각 분야를 분석할 때 “지표”가 필요하는데 지표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다음 표를 통해 코리아타운의 반전을 연구할 때의 틀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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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지표(경험적 자료) 예측 

 경제  수출입상황 

 대중국 투자 

 외자투자환경 

수출입 액과 대중국 투자수가 

많아지고 외자유치의 정책이 

잘되면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좋다. 

사회  기구적 

지지(인프라) 

 감정적 지지 

 사회적 교제 

기구적 지지가 한국사람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정적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며 사회관계망을 통해 

정보공유 잘되면 좋다. 

문화  문화발전환경 

 문화활동상황 

문화발전환경은 개방적이고 

정부의 지지가 잘 되면 좋다. 

문화활동은 다양하고 

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주도자가 있으면 

좋다. 

이론출저 정종호 

(2020) 

경제: 중국 대외 경제 정책의 기본 내용 

사회: Andreas Herz ,2015 

문화: 박영희, 2003; Rui Shenhao,2012; 박은옥, 

독고현 2011.2 

 

그래서 본 논문중에서는 이상의 틀을 가지고 각 코리아타운의 

경제, 사회와 문화적 발전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어떤 유형의 

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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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선행연구 검토 

1992 년 8 월 중한 수교 이후 중한 양국 교류가 깊어지면서 

중국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민자, 기업 주재원, 이주노동자등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 이주는 집단 거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코리아타운이라는 한국인 밀집거주 지역들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29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재중한인과 

중국의 코리아타운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부분에는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다. 

 

코리아타운의 정의 

먼저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정의로 부터 본다면 중국의 

코리아타운은 재중 한국인의 집중 거주지로써 초국가적 “에스닉 

커뮤니티” (ethnic community)이다. 정종호(2013)는 이런 에스닉 

커뮤니티를 “지리적 경계를 넘어 모국과 정착국 모두의 경제적 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연대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초국가적 사회적 

공간”이라고 정의한다. 경제 글로벌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국가간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찾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도 일상화되었다. 중국은 1978 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했고 1992 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정식적으로 제시했다. 그 때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방칙이었는데 그 때부터 한국 기업과 공장들이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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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저렴한 인력비용이 제일 큰 

흡인력이었고 복장과 장난감을 비롯한 오염이 심한  산업도 

선진국에서 제한되지만 중국에서 운영 가능해서 외국기업들한테 

중국은 최고의 투자지였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수출가공형기업이었는데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활동을 

계획한다. 처음에 중국에 온 한국인은 주로 젊은 독신 남성이었는데 

해외에서 몇 년을 근무하여 경험을 쌓고 이후에 사업을 위해 기초를 

다져놓으려는 사람이었다. 중국의 빠른 성장 추세와 대중국 투자하는 

한국기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족을 데리고 온 한국인도 많아진다. 

이런 배경하에서 한국인의 특유한 생활권이 형성되었다. 이 생활권 

안에서 한국사람들이 한국음식을 먹는 것과 한국 생활방식을 

계속하는 것 등을 통해 자기의 민족문화를 지키고 또 한국어로 

교류할 수 있기때문에 모국의 문화적 연대가 보인다. 재중 한국인의 

생활권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런 에스닉 커뮤니티는 

한국인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중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중국 

주류사회와 교류하는 플렛폼이 되었다. 코리아타운 내부에도 여러 

가지 협회와 단체가 있고 심지어 내부의 계층분화도 보인다. 협회와 

계층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각지의 코리아타운의 발전 방식과 과정에 차이가 

보이지만 분산되어 있는 형태보다 재중한국인은 에스닉 

커뮤니티라는 집단 형태로 생활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래서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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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성을 하나의 총체로 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사회와 문화라는 3 방면을 통해 기존연구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 다음은 지역별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베이징, 청도,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본 논문과 선행연구에 차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거시적 

관점의 검토는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성의 일반적 법칙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별 검토는 코리아타운들의 각자 다른 발전방식과 추세가 

보인다.  

 

연구구조에 대한 논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2 개 각도가 있는데 

첫번쩨는 서양의 지역발전(community development)이나 애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미국의 차이나타운의 발전에 대한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사회경제배경을 기초로 코리아타운을 도시중의 

비공식공간(enclave)으로 간주하고 이루어진 연구다.  

차이나타운을 대표로 서양의 전통적 애스닉 커뮤니티에 대한 

이론중에 애스닉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민족은 외래의 단일 민족이고 

보통 낮은 계층에 있는 저급 이민자 혹은 노동력 이민자인데 기능과 

교육이 부족하고 사회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는 

집단이다(Rivera&Erlich, 1984). 그런데 1980 년대 이후 세계화가 

거치며 애스닉 커뮤니티는 새로운 형태와 특징을 보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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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은 대부분 상업·무역 기술 인력 등 사회 중추층 이민 

집단이다(周雯婷，刘云刚，全志英，2016). 저우민(周敏， 2004) 

등은 이러한 새로운 이민자로 구성된 민족 집단 거주지를 새로운 

형태의 민족 집단 거주지라고 부른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민족 

집단의 속성은 비교적 다양하며, 보통 여러 종족이 같은 지역에 섞여 

산다. 그들은 경제와 인적 자본을 이용하고 자본집약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민족 집단 거주지는 서양의 

전통이론보다 더 개방적이고 국제화되며 중국 내 코리아타운의 

상황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중국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서양학계가 차이나타운을 연구할 때의 이론보다 더 

현대적이고 중국택색을 잘 보여주는 이론을 기초로 연구하려고 한다. 

중국특성을 배경으로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중 정종호의 

연구는 이론기초를 마련하고 대표성이 있는데 위 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코리아타운에 대해 연구할 때는 경제적, 사회적과 

문화적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최근의 발전추세를 

알아본다. 그래서 다음은 중국 코리아타운에 대해 연구중에 경제, 

사화와 문화측면의 연구에 대해 검토하겠다.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검토——경제 측면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성이라는 형상에 동일한 법칙들이이 

존재한다. 선핸연구들이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상에 대한 연구들은 



 

12 
 

경제, 사회와 문화 3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경제 측면으로 보면 한국기업과 중국의 빠른 

사회주의시장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코리아타운의 

형성은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중국 진출이라는 배경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 투자하는 한국기업의 유형, 투자방식, 당지에서의 

적응성과 소속 기업규모에 따른 코리아타운 내부의 계층분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쑨야난(孙亚楠，2009)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서 재중한국인은 중국사회에서 융합하지 

않으려는 부유성(floatation)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코리아타운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처럼 얼은 내부는 조밀한 

조직 구조가 있고 중국 주류사회라는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중국 

사회에서 양분을 섭취한다. 동시에 얼음의 가장자리는 중국 사회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 경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5  그래서 경제적인 

추구는 중국 코리아타운의 성격이 형성하는 때에 큰 영양을 미친다. 

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중 양국관계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국으로 진입한 한국기업의 발전전략, 발전 상황과 

적응성에 대한 연구들도 본 논문의 완성하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초기 진입, 급속한 발전, 느린 쇠퇴 

및 대규모 성장의 4 단계를 경험했으며 제조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를 받은 지역은 산동성을 비롯한 

                                                             
  원문출처: 중국 중앙민족대학 쑨야난(孙亚楠) 2009년  “韩人社区与‘韩味’青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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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이 주위 지역이다. 이복주와 유창팡(李福柱&刘嫦芳, 2009)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현지화 정도 낮음, 과도적인 제조업에서의  

집중, 규모가 작고 투자 취향의 불합리성과 빈번한 철수등 4 방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의식은 지금의 코리아타운의 

경제 발전상황과 추세를 판단할 때 증거와 프레임을 주었다. 

또 국제 경제환경,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경제정책과 

중한 양국의 외교 관계가 중국의 코리아타운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휩쓴 1997-1998 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 질출하게 되는 

추진력이었다. 그런데 2003 년부터 중국의 노동자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2008 년 노동계약법이 공포해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취소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대규모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는데도 아주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강한 한국인 이주는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주제다. 

이복주와 유창팡(李福柱&刘嫦芳, 2009)은 한국기업들이 철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값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 한국국내의 산업경쟁을 피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국기업의 대규모 철수로 인해 중한 양국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외국자본 철수와 

청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기 때문에 일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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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갑자기 철수하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결국에 

한국사람과 한국기업, 심지어 한국문화와 상품에 대해도 증오하기 

시작했다. 코리아타운 내에서도 중한 양국 인민의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래 외국자본을 덕분에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도시들도 

한국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철수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의 철수가 코리아타운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인들이 많이 코리아타운에서 떠나가기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국 상점과 식당들도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2000 년~2010 년 10 년동안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성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았는데 최근 10 년이 

들어서 연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 주요 원인은 일단 

중국의 인력비용이 증가하고 환경보호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한계도 많아졌다. 그래서 한국은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바꿨다. 또 중국의 경제구조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에 따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제조업보다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더 기울어진다. 그래서 제조업을 주요 

투자 산업으로 삼은 한국 중소기업들한테 중국은 이제 제일 

가성비가 높은 투자지가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2016 년 

한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로 인해 어색해지는 

중한관계에 있다（정종호, 2020）. 사드 사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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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한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정종호의 연구에 따르면 사드 

후에 중국 민중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롯데마트, 현대기차,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의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또 중국정부가 가로 

정비와 소방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이유로 한국기업을 폐쇄하고 

가로의 한글 광고를 철거하는 것도 코리아타운에게 타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코리아타운 구성원중에 상당수는 대기업 주재원이고 또 

한국인 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각 협회의 회장들은 다 

대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파격을 입은 것은 코리아타운의 

발전에도 치명적인 일이다. 또 한글광고등은 한국문화를 표현하고 

한국인의 존재를 강조하는 방식인데 이제 길에서 한글이 더 안 

보이게 하는 것이 한국문화를  빠르게 퇴조시기는 요인이기도 한다. 

또 이심홍과 김민형(2017)은 청도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을 사례로 

사드 사태 이후 코리아타운의 변화를 교통, 상업, 문화자본, 민족성, 

정부정책의 다섯 가지 각도로 파악하고 사드 사태 이후 

코리아타운의 재황성화에 대해 의견을 낸다.  

이상 코리아타운의 경제 측면에 집중해서 완성된 연구들은  

한국인의 중국 이주 목적과 특성, 한국기업의 투자 유형과 투자의 

문제점, 국제 경제환경과 시간순으로 본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 

상황과 사드 사태 후 코리아타운의 재활성화에 대해 검토했는데 

코리아타운의 경제성장 추세를 연구할 때 필요한 구조와 배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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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검토——사회 측면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재중 한국인들의 스스로의 노력, 

모국에서의 지지와 중국정부의 관리 3 방면의 공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아주 빠르고 잘 되고 있어 보이지만 

발전하는 과정중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이런 

주류사회외 형성된 에스닉 커뮤니티는 주류사회와 부딪치고 중한 

양국 인민들간에도 빈번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또 낯선 외국에서 

한국인의 자기 관리 과정중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관리자와 

관리를 받는 자 사이의 계층분화로 인해 여러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문제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본 

논문이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을 분석하는 때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중요한 자료들이다.    

먼저 코리아타운 내부 각 민족 집단간의 충돌에 대해 정종호와 

설동훈(2020)은 민족집단간 관계는 한국인-한족, 한국인-조선족, 

조선족-북한인, 조선족-한족 4 개 조합으로 구분하고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한국인을 4 개 조합의 관계에 대해 평가시키는 조사를 

통해서 한국인-한족간 관계가 제일 좋고 조선족과 북한인간의 

관계가 제일 나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코리아타운 내부의 민족집단 관계가 되게 다양하고 집단마다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코리아타운의 주요 

구성원인 한국인과 중국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한족은 다른 

민족집단보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한국인과 한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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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제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코리아타운의 상대적 독립성으로 

인해 한국인과 중국인들간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왕진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 호구 주민)과 한국인들간에 

강등이 많다. 예를 들어 현지인들은 한국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취업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또 주택문제가 심해졌고 교통도 외래 

인구때문에 붐비고 지저분해진다면서 배외정서가 아주 높다(정종호, 

설동훈 2020). 한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생활습관 차이와 언어 

장벽때문에 중국사람에 대한 불만도 많다.  

한국인의 자기관리는 중국한국상회와 중국한국인회를 비롯한 

여러 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톈옌(田艳)은 재중 한국인의 

사회조직과 문화를 고찰하여 한인 사회의 구성과 인원 연동은 제중 

한국인에게 사회적, 도구적과 정신적 지지를 재중한다고 한다. 

협회마나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업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기업들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상회들이 있고, 또 

취미로 구분한 여러 운동협회도 한국인의 중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쑨야난(孙亚楠，2009)은 청도를 사례로 재중 

한국인의 여러 협회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한국투자기업은 최소한 2 개의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중국한국상회고 다른 하나는 본 기업의 산업협회다. 이런 협회들은 

사업을 지지하는 때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인의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한국인은 중국사회의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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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한국기업과 한국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세우는 것도 중국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다. 그래서 한국인 스스로의 

관리는 코리아타운 내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방식이며 코리이타운이라는 에스닉 커뮤니티는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중국 주류사회에 더  적응이 된다. 그런데 이런 

협회와 자지관리의 실제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자도 있다. 전형권(2004)은 중국한인사회단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논문중에 중국의 한국인 사회단체들은 

“기능이 뚜렷이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참여 또한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또 전형권은 

한인사회단체들의 취약한 대표성, 중앙과 지방조직간의 연계의 

부족과 협회간의 무교류라는 3 대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자기관리 상황, 특히 협회들의 운영 상황은 요즘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평가하는 때에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에 다른 주요한 요소는 중국정부의 

관리와 지지다. 중국정부의 외국인 관리는 정부 기능의 전환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개혁개방이 깊어지면서 중국도 더 국제화되고 

있다. 또 사회주의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는 관리형정부부터 

서비스형 정부(Public service type goverment)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화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자치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필요한 지도와 지지를 

제공하며 외국인들을 지역사회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시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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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일이다. 탄위와 

차이즈칭(谭玉&蔡志琼,2014)은 베이징의 코리아타운을 사례로 

외국인 집중거주지 관리중의 정부역할에 대해 검토했는데 

정보화관리방식, 문화교류활동을 통한 귀속감 만들기와 

관리&서비스를 함께 중시하기는 중국 정부가 코리아타운을 관리하는 

때의 주요 특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도 존재한다. 허보(何波,2008)는 한국인의  집중 거주지에는 

외래 자본과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고 다민족 잡거하는 것이 원래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퇴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한국 중소기업과 개인의 투자중에 95% 이상은 

서비스업,도산매와 요식업에 집중하며 코리아타운내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많은 투자자가 상가가 아닌 민간 주택을 

임대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상적 생활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 거주자들이 대부분은 여행비자를 비롯한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 양지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유동성도 외국인 관리에 혼란을 주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보면 다 2020 년 코로나 시기전의 연구라서 지금 이 

시국에 왔다갔다할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아타운에서 이런 강한 

유동성의 문제보다  방역과 불법체류는 더 심한 문제일 수도 있다.  

중국 코리아타운들이 수십년의 발전을 거쳤기 떄문에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사회계층도 분화 되어 있다. 

코리아타운의 구성원의 변화는 코이라타운 자체의 발전에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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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거라서 사회계층분화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에게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시간 차원으로 보면 처음에 중국으로 온 

한국인은 대기업 주재원들이 많아서 그때 개혁개방의 배경하에서 

많은 지방정부가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주택시설 고급화를 

추진시켰다. 그 다음에 한국 중소기업, 개인 투자자와 유학생이 

많아졌는데 상대적 낮은 임대료를 구하는 집단들이다. 

정종호(2020)는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인사회는 3 계층으로 분화 되어 있다. 상층은 한국인 사업자이고 

중층은 한국인 간부이며 하층은 한국인 유학생,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무직자와 한국인 노동자이다. 이런 계층분화는 베이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역마다 입주한 한국기업의 유형이 다르지만 

임금, 교육배경과 생황방식을 표준으로 한국인들끼리 서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또 재중한국인들이 여러 협회를 통해 

자기의 인맥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협회내부의 계층분화도 게인의 

인맥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상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연구들은 민족집단간의 

관계, 재중한국인의 자기관리, 중국정부의 관리와 지지와 코리아타운 

내부의 계층분화 4 개 각도로 이루어졌는데 본 논문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에 대해 연구하는 구조와 배경자료를 제공한다.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검토——문화 측면 

코리아타운들의 발전은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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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과 모순을 해결하는 기초 위에서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 갈등과 충돌들의 원인은 양국인민 처음 만나는 낯설음과 

문화차이에 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문화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본 논문의 연구에 중요한 배경지식과 이론기초를 제공한다. 

코리아타운의 문화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재중한국인의 

문화적응, 한국문화 특색의 보유와 중한 양국의 문화차이등 3 개 

각도로 이루어진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를 서술하는 

때에 중요한 이론 배경을 제공한다. 먼저, 한국사람들의 집중거주는 

코리아타운의 형성 조건인데 개인보다 집단으로 중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더 쉽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 학자 

K.C.Kim 과 W.H.Hurh(1984)는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들에 대해 

연구했는데 한인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미국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왔지만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인간의 소셜 

네트워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연구 결과는 중국 내 

한국인의 정착 연구에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재중한국인은 

중국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지만 중국 사회에 흩어져 있지 않고 

코리아타운이라는 집중거주지와 그 근처에 모여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의 한인과 같은 특성이 보인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재중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고수하며 거대한 한인 사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집단적 특성과 민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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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한 의존도가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정부의 재중한국인 관리와 재중한국인의 

자주관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민족간 갈등을 확대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갈등이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다”라고 하기 보다 “중국사람””한국사람”이라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 민족의 이미지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형이 있다.  

또 문화적응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연구들도 본 논문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가장 초기의 

대중적인 이론은 동화이론이며 동화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공통의 문화를 갖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민 연구을 

하나의 주요 연구방향으로 삼은 시카고학파는 문화적 적응이 결국 

동화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믿는다. 그런대 Frank E. Frazier 는 

미국의 차이나타운 연구를 통해 문화적응의 순환은 동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인종 체계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화적응의 중요한 방식은 이민자들이 

원래의 생활 환경과 문화를 복사하고 재건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적응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민자 수량이 많고 거대한 

사회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에 가능한 방식이다. 이민자 집단은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원래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복사하고 집단으로 

낯선 이민지에 적응한다. 한국이민자 들의 이런 문화적응 방식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집중거주지에 

대한 연구이다. 초기에 한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갔는데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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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서 미국에서 일련의 좌절과 차별을 겪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으 

려고 했다. 이 연구는 동화만이 문화적응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재중한국인의 문화적응과 코리아타운의 연구에 

이론적 지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의 

한국인집중거주지와 중국의 코리아타운 사이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류 사회인 미국 백인 사회의 맥락에서 

많은 아시아인은 인종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계급의 하층에 있다. 

그런데 중국에 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월감이 있고 차별받는 

계층에 속하지 않으며, 그들은 중국에서 처음부터 이른바 생존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주류문화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동화되지만 중국에 온 한인들은 중국 

주류문화에 통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주류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의 

한인들이 주류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모이게 된다고 하면 재중한인들은 중국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는 없다. 셋째, 미국은 이민자 문화의 배경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며 이민자들이 스스로의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민 배경이 

아니며, 정부의 역할이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코리아타운 형성 배경과 미국의 한인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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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응의 방법도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한인 

거리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코리아타운 연구에 좋은 각도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있어 한국의 특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특색이나 한국 요소들은 항상 음악, 거리의 

모습, 음식, 상품, 문화활동, 인프라등을 통해 표현되는데 아런 한국 

요소가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가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요즘 “한한령”때문에 한국 

유행문화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래 잘 

발전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은 한국 요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만 남기고 실상이 없어지는 코리아타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은 정부와 학계에서 다 중요하게 

여기지는 주제다. 박영희(2003)는 중국한국상회의 문화활동들을 

기업가를 위한 세미나, 중국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문화교류활동, 

한인운동회를 비롯한 교포문화활동과 한문잡지 발행등 종류로 

구분하고 이런 한국인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은 중국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문화를 더 알리고 더 많은 중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준다고 한다. 또 문화 활동들은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을 정신적으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더 

평화로운 한인사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정부가 일부러 

한국특색을 살린다기 보다 한국인의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한국인 

학교, 한국인의 생활습관에 맞추는 주택, 한국어 광고와 방송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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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하는 과정중에 한국요소들도 같이 나타나고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 대륙의 “한한령”과 경제발전 배경하에 중국 

코리아타운들이 여전히 한국특색을 잘 보유하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설동훈과 문형진(2020)은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이 소멸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정책, 

시장상황과 사회의 대응이라는 3 각도로 연구를 했다. 이런 연구 

시각과 구조는 본 논문에도 참고할 가차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측면에서 중국과 한국간의 문화차이는 많은 

강등의 근원이라서 코리아타운 발전을 연구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종호(2020)는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문화차이와 

생활습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는 한인타운 내부의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의 긴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곤한다 6 ”라고 

주장한다. 지금 중국의 코리아타운에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많은 중국인들도 한인타운 각종 

상점들의 중요한 손님이다. 그래서 중한 양국인민이 서로를 접근하고 

사이 좋게 같이 생활하고 교류하는 것이 코리아타운의 발전에도  

힘이 될 수 있지만 문화차이에 대해 서로 알아보는 기회가 부족해서 

이런 심층적 발전이 이루어지기 아주 어려운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문화차이로 인한 강등과 총돌들은 주로 의사소통, 종교와 

선교활동, 생활습관 차이와 정부의 모호적인 정책과 법규들이다.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는데 그 중에서 

                                                             
6
 정종호,설동훈 “제중한인타운의 형성과 발전—베이징 왕징(望京)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2020 재중 한인디아스포라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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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일 크다. 정종호와 설동훈의 

연구(2020:69)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중국적 상황은 한국인의 비자발급 곤라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 “중국적 상황”이라는 것은 중국 정책과 

법규들의 모호성을 의미한 듯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항상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되고 중국사람이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차이로 인한 강등과 문제를 풀리는 

것이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 코리아타운의 문화측면에는 재중한국인의 문화적응, 

한국문화 특색의 보유와 중한 양국의 문화차이등 3 각도로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했다. 선핸연구들은 코리아타운의 문화 발전을 

연구하는 때에 시각을 제공하고 본 논문에서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연구할 때도 이 3 방향을 구조로 검토할 것이다. 

 

지역별 관점의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기 때문에 3 지 코리아타운의 공동점을 떠나 발전 

특색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지 

코리아타운을 선정하는 이유는 먼저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재중한인 조직의 중심역할을 해왔고 대표적인 한인거주지이며 

베이징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경제발전이 선진한 지역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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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는 한인 거주 역사가 제일 길고 규모가 제일 크고 전통적인 

코리아타운이며 경제발전 상황은 일반적인 지역이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신흥한 한인거주지인데 역사가 짧지만 아주 빠른 성장 

추세가 보이는 지역이며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정부와 사회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라서 3 개 코리아타운은 역사, 경제발전, 사회적 

지지와 문화특색의 보유라는 4 방면 발전의 차이와 다이나믹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음은 3 지 코리아타운의 발전 

특색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통해 본 연구의 배경을 

설명 하고자 한다.  

먼저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중국 코리아타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왕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 한인 사회의 내부 분화와 사회계층, 중국의 국제화 사회 

건설과 왕징 코리아타운 내부의 민족 갈등 4 각도로 이루어진다. 

형성역사를 보면 개혁개방 후에 정부의 도시건설과 외국인 

관리정책은 한인 집중 거주의 배경이고 상대적 저렴한 월세와 

현대적인 주택시설이 한국인을 이 지역에 이끌어가는 힘이었다.  

정종호는 왕징 코리아타운을 중국의 “성향결합부”(城乡结合部)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도시안의 도시”인 코리아타운의 형성은 

“베이징의 도시개발과 제개발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7 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이 베이징시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밝히다. 요즘 연구들이 

                                                             
7 정종호 왕징모델(望京模式):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분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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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의 발전 추세를 분석할 때도 도시 개발정책을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도시가 변화가는 과정중에 왕징이 소멸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2010 년대부터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맞이했다. 베이징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왕징 지역을 새로운 인터넷 산업단지로 계획한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세계급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왕징 지역에 

몰려드는 것에 따라 왕징지역은 “한국성”이라고 인식되기 보다 지금 

사람들의 인상속에 인터넷 상업단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연구는 2000 년-2010 년 기간의 연구가 

제일 많고 요즘 왕징지역의 발전 추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도시 개발과 재개발의 시각으로 왕징 

지역 최근 10 년의 발전 추세에 대해 연구하고 왕징지역은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는 물결 속에 과연 소멸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베이징의 왕징 코리아타운과 달리, 청도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측면에 집중된다. 그 이유는 청도 코리아타운의 

형성은 한국 중소기업의 대규모 진입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청도 

정부도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대조치와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왔다. 그래서 청도 코리아타운의 

형성과정과 발전중에 경제이익이 핵심적인 요소다. 경제적 이익이 안 

보이거나 경제적이익을 추구하기 힘들면 한국기업들이 대규모로 

철수하여 코리아타운의 발전도 늦춘다. 청도 코리아타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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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입주한 한국기업의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의 

투자활동, 정부의 외자유치정책, 한국인의 현지적응등 4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베이징과는 달리, 청도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계층 분화는 베이징처럼 뚜렷하지 않다. 또 

한국인 거주역사도 길고 규모도 제일 크기 때문에 청도에 거주하는 

한인은 더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고 중국인과의 민족간 갈등도 

심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인거주역사가 훨씬 길어서 한국 생활방식과 

문화등 이미 현지 사회에 침투되고 양국 인민이 서로의 존재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기업의 입주는 청도시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런데 2008 년의 한국기업 대규모 철수와 

2016 년에 시작한 사드 사건으로 인해 청도의 한국기업 계속 

감소하며 요즘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 (economic transformation)을 

촉진하는 배경하에 지방정부들은 제조업보다 첨단기술을 더 

중시하게 되어서 제조업에 속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청도 코리아타운에 관한 연구들은 

1990 년-2010 년동안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국기업의 철수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더 이상 핫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 

10 년동안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는데 본 연구는 청도 코리아타운의 최근 발전추세를 경제, 

사회와 문화라는 3 측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신흥 한국인 

집중거주지역이라서 아직 형성중인 코리아타운이다. 선행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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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베이징과 청도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을 사례로 연구하는데 

쑤저우의 한인거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다. 그런데 쑤저우는 

중국의 신일선도시(new first-tier city)로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한국 유학생, 투자자, 관광객을 많이 이끌고 있고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의 입주도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쑤저우의 한국인 집중거주는 대부분 연구가 아닌 

신문기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쑤저우는 한국인에게 

베이징과 청도에 비해 더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다음 

본논에세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차이  

이상은 선행연구들이 본 논문의 작성에 제공한 배경,이론적 

지지와 구조적인 시사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서는 본 

논문과 선행연구의 차이점과 본 논문의 중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상으로 보면 중국의 코리아타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1990 년-2010 년의 코리아타운에 집중하는데 최근 10 년에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추적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1990 년-2010 년 이 시기는 중국과 한국 양국관계가 빨리 

친해지고 코리아타운들이 형성하고 성장하는 최고의 시기였다. 이런 

새로운 나타난 초국가 이주는 중국사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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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시기의 연구가 제일 많다. 그런데 최근 10 년에 중국의 

코리아타운 발전 상황을 추적하는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물론 

사드를 비롯한 정치 사건은 코리아타운에 발전에 충격이 되겠지만 

제중 한국인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코리아타운들은 꼭 

몰락하고 있지는 않겠다.  최근 10 년에 각 코리아타운은 어떻게 

이런 정치와 경제 배경이 빨리 변화하는 상황속에 새로운 

발전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전 추세가 어떤지라는 

2 문제는 본 논문의 핵심 문제다. 

또 연구 대상을 보면 선행연구들은 보통 한 지역의 

코리아타운에 집중하고 각 코리아타운을 평행 비교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현지상황을 기초로 발전되지만 이상 

검토한 것처럼 재중 한인의 집중거주는 공동점도 많이 있다. 

공동점의 발견은 꼭 코리아타운들을 같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행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제환경과 국가환경은 한 지역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다 그 영향을 받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반응한 효과의 차이는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3 개 코리아타운의 발전모델중 어떤 모델이 제일 

성공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성공적인 코리아타운의 

경험을 기초로 몰락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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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가설과 연구방법 

이 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가설,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3 지의 

코리아타운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3 개 코리아타운 각각의 최근 발전상황에 

대한 추측은 가설의 내용이 되겠다. 가설의 설정은 예전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대한 연구성과와 코리아타운이 속한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대환경을 기초로 하는데 본논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거설이 성립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또 코리아타운의 

발전상황은 대체로 3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빠르게 성장하 고 있고 상승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온하게 운영되고 상승하지도 않고 몰락하지도 않는 것이고, 셋 

번째는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나의 가설 

설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나는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이 몰락하고 있다는 가설을 

설립한다. 그 이유는 왕징 지역은 지금 한국성이라기 보다 

인터넷산업원지의 대명사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왕징 지역이 한국음식점으로 유명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산업의 고속 

발전에 따라 왕징지역은 중국의 코리아타운이 아닌 중국의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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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설은 현재 상황에 근거한 약간의 

추측뿐인데 실제 발전 상황은 역시 경제, 사회, 문화 3 방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알수 있다. 베이징지역의 경제발전이 좋고 

외국인 관리와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도 잘 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은 문화쪽이다. 즉,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한국문화 

요소들이 잘 보유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도대체 

베이징 왕징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발전 추세를 판단하는 때에 관건이 된다. 이 것은 본논에서 사람들이 

왕징에 대한 인식과 관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논증할 

것이다. 또 “베이징 코리아타운은 이제 재중한인 사회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추측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야 

과연 이런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재중한국인회를 

비롯한 협회들의 발전근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가 평온적이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설을 설립한다. 그 이유가 2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청도 코리아타운의 규모도 크고 역사도 길어서 현지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청도의 발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청도시 자체의 발전이 평온적인 상태가 보인다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언급한 뜻이 청도 

코리아타운은 한국 중소기업의 대규모 입주를 통해 형성되는데 

경제이익의 추구를 중시하고 강한 뷰유성이 보인다. 만약에 지금의 

청도시는 더이상 한국기업들이 투자지를 선택할 때 최고의 목적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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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도 한국기업 철수에 따라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평온적이다는 가설이 맞는지 

본논에서 경제, 사회, 문화 3 측면의 최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이 3 지중에 제일 

지속가능성이 있고 상승추세가 보인다는 가설을 설립한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으로 성장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성공적인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쑤저우시가 요즘 부상하고 있는 

신일선도시（新一线城市）로서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쑤저우에 진입한 한국기업중에는 삼성과 같은 

대형 하이테크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제조업보다 

첨단기술발전을 더 중시하는 환경을 보면 앞으로 쑤저우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여기에 올 거가고 예상한다.  

그런데 이 가설의 설립에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경형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쑤저우에서 2015-2019 년 4 년동안 살았는데 

그 동안 한국 유학생, 기업 주재원과 주부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쑤저우에서 한국인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목격했기 때문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역시 한국인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느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해야 진실한 

발전추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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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논 부분에서 경제, 사회, 

문화 3 측면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나의 느낌과 추측이 맞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그래서 한 마디로 가설을 요약하자면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 중에 베이징 코리아타운은 몰락하고 있다는 

추세가 보이고;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현상을 유지하는 평온적인 

추세가 보이고;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3 지중에 제일 빠르고 

지속가능성이 있으며 상승추세가 보인다는 가설이다.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중국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는  

해석주의의 시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해석주의는 현실에 발생한 일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는 연구 철학인데 

사회과학 영역에 많이 쓰인다.  중국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는 코리아타운들의 구체적인 경제, 사회와 문화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주의의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다.  

또 연구의 방식을 말하자면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판단하기에 경제, 사회, 문화 3 측면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헤서 

발전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다. 또 

3 측면의 발전을 평가할 때도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는데 본 

논문에서 경제발전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유형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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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은 인프라건설(예를 들어 한국인의 현지 적응과 편리한 

생활을 위한 학교, 상가, 병원, 주택등)과 외국인관리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문화발전은 재중한인의 문화활동과 한국문화특색의 

보유상황(예를 들어 한국음식점, 한국 음악, 길거리 풍경등) 두 

부분으로 구분할 것이다. 지표의 선택은 선행연구의 연구 구조를 

참고하고 선행연구의 연구주제를 분류를 해서 선정한 것이다. 이 

3 측면의 6 개 각도의 자료들을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 이해하고 

분석하여 코리아타운의 발제추세에 대한 결론을 얻는 것이다.  

해석주의의 연구시각과 귀납적인 연구방식을 통해 연구하기에 

연구자료가 필요하는데 본 연구는 국가통계국 데이터, 인터뷰, 

신문기사와 선행연구를 활용하고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다음은 자료수집과 연구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먼저 해석주의는 복잡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을 연구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주장하며, 

연구자는 실생활에 깊이 들어가 연구대상을 과학적 방법과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경제, 사회와 문화 방면의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필요하는데 이런 자료들은 꼭 코리아타운의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진실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을 구성하는 사람, 시설, 길거리 풍경, 

코리아타운 내부에 벌어진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갈등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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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은 중요한 연구 자료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파와 같이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베이징 

왕징지역에 대한 인식을 알아봐야 되는데 본 연구중에는 베이징에 

사는 중국사람 30 명을 대상으로 왕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왕징은 여전히 

“한국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지지 측면을 연구할 때 선행연구가 부족하는데 

본 연구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부 10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일상생활（daily routine）과 

그들이 생각하는 쑤저우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인프라걸설과 외국인관리 상황을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선행연구의 성과, 

통계청의 자료와 신문등 자료를 같이 활용하는 것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자료수집을 실행한다.  

또 연구전략을 설명하자면 먼저 본 연구는 중국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검토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을 대표로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대해 연구하는데 사례의 선택은 코리아타운의 

형성시간과 코리아타운이 속한 지역의 발전정도의 논리에 따른다. 

청도 코리아타운은 제일 긴 역사를 가지고 현지사회와 제일 잘 

융합되는 코리아타운인데 한국인의 생할습관에 맞춘 인프라시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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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청도의 경제발전 상황은 베이징과 쑤저우만 

못한다. 이런 경제발전의 부족은 코리아타운의 발전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 본논의 분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또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중국 개혁개방후의 신세대에 형성되고 충분히 발전된 

코리아타운이지만 선행연구 검토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항상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에 양보하고 제도의 

희생품이 되곤 한다. 이 상황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의미한다. 또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징 왕징지역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코리아타운이 지금 한국특색을 잃고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문화특색의 보유문제는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본논에서 검토할 중점이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최근에 형성되는데 아직 큰 규모가 안되고 한국특색이 겨우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 역사적 축적이 부족하지만 쑤저우시의 

빠른 경제성장과 외국인이 살기에 우월한 환경이 나중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키는 때에 중요한 추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중국 코리아타운중에 떠오르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 지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조건에 다 장점이고 단점이 

있는데 경제, 사회와 문화발전의 차이는 결국에 각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따르게 작용할 것이다. 시간논리에 따른 선택은 

코리아타운들의 발전상황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가는 

사회환경에서 새로운 발전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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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이 속한 지역의 발전정도 차이는 코리아타운들의 

발전배경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연구할 때 발전추세가 종속변수라면 경제발전 상황, 사회지지 상황과 

문화보유 상황은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데 3 지 

코리아타운의 선택은 이 3 가지 독립변수간의 역동성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다음에 비교연구를 취하는 이유는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모델을 평행 비교하는 것을 통해 3 개 

코리아타운의 발전모델중 어떤 모델이 제일 성공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히고 성공적인 코리아타운의 경험을 

기초로 몰락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제안을 하기 위해 

비교를 한 것이다.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취한 연구 

방법은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이다. 연구의 지표에 따라 취한 방법이 

다르다. 먼저 양적방법은 주로 통계청이 공개한 데이더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뜻이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연구할 때 경제, 사회와 문화 3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측면을 검토할 때 경제발전 속도와 규모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부분은 국가통계국을 비롯한 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5 년에 중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과 

성장률,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한국기업의 수량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기업의 진입규모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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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추세를 설명할 수 있다. 

질적방법은 주로 인터뷰, 선행연구 성과, 신문, 잡지와 현지의 

사진등 자료를 통해 연구할 것이다. 먼저 인터뷰는 본 연구중에 

재중한인의 생활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적 

발전을 연구하려면 재중한인의 생활이 편리하는지, 어떤 곤란이 

있는지, 어떤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중의 사소한 불편을 극복하는지등 

질문을 진실한 인터뷰를 통해 알아봐야 인프라건설과 여러 가지 

협회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검토할 때 사람들이 왕징지역에 대한 

인상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인터뷰를 제외하고 선행연구의 

성과도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연구할 때의 중요한 자료다. 

왜냐하면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에 

발생한 일은 이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발전추세에 대한 결론은 꼭 예전의 발전 상황과 비교하고 얻을 수 

있다. 그 외에 선행연구중에 이미 중국의 코리아타운의 경제, 사회 

문회발전에 대해 많이 검토했는데 거기에 나온 보편적인 

발전규칙들이 본 논문의 연구에 이론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고 

추세를 판단하기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와 

현지사진등 매체자료는 보조적인 자료로서 정성분석을 할 때 중요한 

자료이다.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는 추상적이지만 현실에 벌어진 

일을 담은 매체자료는 그런 추상적인 발전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연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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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국특색을 보여주는 길거리 풍경(예를 들어 한국 상가, 한문 

광고와 표어등 )은 이런 문화특색의 보유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심한 시국에 현지에 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기사와 사진들은 중요한 이차자료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해석주의의 철학으로 

코리아타운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자료를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또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대표로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같이 

황용해서 얻은 자료를 연구할 것이다.  

 

논문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1 장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이고 다음은 구체적으로 제 2 장~ 6 장의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코리아타운의 발전 역사를 요약하는 것을 통해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총 4 절로 나누어 있는데 제 1 절에서는 중국  

코리아타운의 분포와 개황을 설명하고 제 2-4 절은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에 대해 요약할 것이다. 역사적인 

서술은 코리아타운 내부의 구성요소와 요소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제 3 장-제 5 장은 경제발전, 사회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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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있고 각장에서는 지역별로 3 개 코리아타운의 특정 측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 3 장 경제발전을 검토하는 때에 2 가지 방향이 있다. 먼저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기업의 입주와 한국인의 

당지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이 2 측면으로 2 개 주요 

경제유형이 보인다. 첫 번째는 중국에 진입한 한국기업이고 두 

번째는 코리아타운 내부 음식점과 마트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량, 규모등 데이터를 통해 한국기업의 

발전추세를 볼 수 있고 한국음식점등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코리아타운의 내부 경재발전을 알아볼 수 있다. 

2 방향으로 경제발전에 대해 연구하면 코리아타운과 현지 중국 

주류사회와의 경제적 교류방식과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의 추세를 알 수 있다. 

제 4 장에서 사회적 발전을 검토할 때 주로 인프라건설(예를 들어 

외국인 학교, 병원, 주택등), 외국인관리와 한인협회 3 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중국정부와 재중한인의 공동적인 노력을 덕분에 재중한인이 

중국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고 한인 집중거주지인 코리아타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양측의 사회적 지지의 

실제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코리아타운들의 사회적 발전추세를 

판단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3개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상황을 검토한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3 개 코리아타운 내부의 문화활동과 코리아타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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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색 보유상황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문화특색 보유는 한국성의 

정성에 제일 직접적인 요소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인식, 

코리아타운의 길거리 풍경,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매체의 설치 

와 한국식 생활방식이 중국사람을 어떻게 영향하고 

있는지(한국문화의 영향력)등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판단할 것이다. 

마지막 제 6 장은 결론인데 이부분에서는 3 개 코리아타운의 

변화추세에 대해 재설명하고 가설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시의 특성을 기초로 어떤 유형의 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제일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 중국으로 입주하려는 한국인이 

도시를 선택할 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 19 가 코리아타운의 미래 발전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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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중국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역사  

 

중국의 한인 집중거주지의 전체적인 개황 

1992 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후에 양국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중국 국가 통계청의 인구조사자료에 의하면 

2020 년에 중국의 상주외국인은 72 만 명을 넘었는데 그중에 

한국인은 외국인수의 1 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에 온 한국인은 

보통 취업, 유학, 여행과 비지니스를 하기위해 중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분부도 한정 지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요즘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전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중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생겨서 

중국으로 온 한국인은 원래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더 

다양한 지역을 탐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보면 한국인이 유입된 

지역은 광범위이지만 한국인집중거주지역이 생긴 곳은 주로 동북 

3 성, 요동반도, 베이징 ,상하이와 광동이다. 이 지역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나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제일 좋은 

지역들이다. 그 중에서 선양（沈阳）,상하이, 청도, 베이징과 

쑤저우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도시들이다.  

선양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의 성도이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양 지역간의 교류 역사가 길다. 

사료에 의하면 1905 년 러일전쟁이 끝났고 일본은 선양을 침공했다. 

당지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측은 여러 시설을 건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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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는데 한반도에서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강제로 징집했다. 그 

중에서 상당한 사람이 선양 서탐이라는 지역에서 정착하게 됐고 

전쟁이 끝났을 때도 한반도로 돌아가지 않고 당지에 남아서 

조선족집중거주지를 형성시켰다. 20 세기 90 년대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하는 것에 따라 많은 한국회사들이 서탑지역으로  

진출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탑지역은 이미 한국과 비슷한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한 한국인들은 쉽게 이 

지역에서 적응하게 되고 더 현대적인 한국식 생활방식으로 

서탑지역을 다시 만들었다. 예를들어 한국음식점, 찜질방과 

오락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2002 년부터 선양에서 “한국주간 

행사(韩国周)”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했는데 매년 한국 정부조직, 

기업, 개인이 참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경제무역, 문화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교육, 위생, 농업발전, 관광, 전시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선양 서탑지역은 

바로 “한국주간 행사”때문에 한국성으로 중국에서 뮤명하다. 지금 이 

지역은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성이라기보다 

조선족동포들의 집중거주지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중심지이며 중국의 국제화 정도가 제일 

높은 도시인데 많은 한국사람들은 상하이에서 거주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인거주도 긴 역사가 있는데 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춘 

주제다. 초기 상하이에 유입된 한국인의 상당 부분은 강한 정치적 

성적을 지닌 조국수복의 신념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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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재지인데 한국인과 중국인은 

공동적으로 외래침략을 저항하고 국가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근현대의 한중관계의 기초가 된다. 8   현대에 들어서 상하이는 

국제화도시와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발전되는데 상하이에서 유학, 

여행과 비즈니스를 하러 온 한국인인 날마다 많아진다. 예전에 

대한민국 상하이 총영사관, 대한민국 상회, 한국무역협회와 대량의 

한국기업들이 다 상하이 훙차오 개발구(虹桥开发区)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하이의 “한국거리”가 된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이니라 집세도 상대적 싸고 한국인학교도 건설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식 생활방식에 맞게 이 

지역에서 술집, 맛집과 옷가게등이 많이 건설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인들도 한국음식과 한국 유행문화를 즐기기 위해 훙차오에 

자주 오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상하이의 한인거주지는  

한국인의 언어, 문화, 종교적 신념, 풍습, 예절과 생활양식을 다른 

지역보다 더 완벽하게 보존하여 상하이를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한다. 상하이 지역은 외국인한테 제일 매력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원인은 2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쇼핑의 

발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경제의 발전으로 한국거리는 점점 

더 황폐해진다는 신문이 나오기도 한다. 사람들이 실제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옷을 사기 보다 인터넷 쇼핑과 대형 종합쇼핑몰이 훨씬 

                                                             
8上海韩人社会史研究 孙科志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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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한국거리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가게 

종류는 음식점과 옷가게인데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으로 인해 

한국거리의 경제발전도 문제에 부딪힌다. 두 번째는 상하이 바로 

근처에 있는 쑤저우와 항저우의 대두다. 특히 쑤저우는 전국 

범위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데 일거리도 많고 집세도 

상하이보다 싸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새로운 정착지가 된다.  

청도, 베이징과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은 본 논문의 핵심 

연구대상이다. 역사발전에 대한 요약은 지금의 발전을 분석하는 것과 

미래의 발전추세를 추측하는 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청도, 베이징과 쑤저우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경제발전이 제일 좋은 도시중의 

하나라서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이 제일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선행연구의 역사적 서술을 요약하자면 왕징은 한중 수교 2 년 후인 

1994 년부터 베이징을 찾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왕징이 한인의 대규모 정착지인 '코리아타운'으로 형성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10년 

동안 왕징에 사는 한국인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왕징지역에 한국인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는 왕징지역에서 

외국인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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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왕징지역에 새로 건설된 아파트들은 현대적인 

주택이라서 한국인의 생활습관에 잘 맞다기 때문이다(정종호, 2020). 

2006~2008 년은 왕징에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당시 왕징 

전체 인구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 7 만명에 달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한국인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힘도 고르지 못하며, 사회계층에 따라 한국인 상업가, 한국인 간부, 

한국인 유학생,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무직자로 

나눌 수 있다. 사회계층의 분화는 코리아타운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 년은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해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2008 년 중국은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했고 왕징에서는 원래 

제곱미터당 수천 위안의 집이 제곱미터당 15,000 위안으로 상승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비싼 월세를 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왕징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그들 대부분이 중산층에 속한다. 또 이저지는 2009 년에  

왕징은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시작했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갔다. 다음 표는 2009 년부터 

2021 년까지 왕징지역의 평균방값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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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저: https://m.58.com/fangjiawang 검색일: 2021.12.05) 

 

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2009 년후에 왕징지역의 방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고 특히 2015 년에 급증했다. 원래 낮은 방값을 위해 

왕징지역에 모이게 된 한국인한테는 왕징지역이 더이상 좋은 선택이 

안니다.  

2011 년 베이징의 "제 12 차 5 개년 계획"에 "대왕징 기술 및 

비즈니스 혁신구(大望京科技商务创新区)"가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왕징 지역은 총 투자액이 거의 300 억 위안에 달하는 고급 국제 

기술, 비즈니스 및 혁신 도시 복합 단지로 재배치되었다. 이것은 

왕징이 점점 더 발전하고 주변 주택 가격과 임대료도 점점 더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왕징은 지난 10 년 동안 베이징에서 

가장 빠르게 집값이 오른 지역이었는데 2011 년에 왕징의 한국인 

수는 약 3 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뉴스 플랫폼의 보도에 따르면 왕징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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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공포한 재외한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 년까지 중국에 

있는 재외한인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2019 년에는 2,461,386 명이고 2016 년말 대비 86,640 명(3.4%) 

감소했다. 9  한편으로는 사드(THAAD)의 영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징의 새로운 경제개혁 라운드에서 한국 기업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다. 

신흥 인터넷 기업이 가져온 임대료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왕징을 떠나 집값이 싼 순이（顺义）나 옌자오（燕郊）로 

이사했다. 연자오에는 한국인에게 특별히 팔린 부동산도 생겼다. 

편리한 교통, 발달된 산업 환경, 저렴한 생활비로 인해 옌자오는 

조기의 왕징이 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이 연자오 하이테크 개발구에 

점차 정착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옌자오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옌자오는 미래에 왕징대신 '제2의 코리아타운'으로 성장될 수도 

있다.  

 

청도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 

먼저 청도는 한국과 지리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청도에서 

새벽에 닭이 울면 한국의 인천에서 들린다”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할뿐만 아니라 청도는 중국 화동지역에 위치한 

해안도시로서 한국과 기후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살기에도 좋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청도에서 정착하게 

                                                             
9
 외교부 제외동포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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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된다.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여러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20 세기 80 년대에 시작했다. 1984 년 중국정부는 

제 1 차 대외개방도시 14 개를 공포했는데 청도는 그 도시중의 

하나였다. 같은 해, 청도에서 경제개발특구가 설립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자분을 유자하려고 했다. 청도정부는 

한국기업의 당지건설을 직접 지원해주고 중국 다른 성과 도시보다 

더 우월한 투자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외국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도정부는 정부기관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형정부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같은 시기의 한국은 

해외노동력시장을 찾고 있었는데 주로 복장, 장난감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청도는 값싼 노동력과 

공장임대료, 한국과의 가까운 거리, 편리한 생활시설등 완벽한 

조건을 가진 투자지라고 할 수 있다. 1990 년대에 청도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3~4 년 만에 급성장을 했고, 이들의 제품은 

세계 각국과 지역으로 수출되었고 단기간에 여러 지점 공장을 

거설하는 발전패턴이 보였다. 공장이 확장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중소기업과 개인이 청도에 유입됐고 코리아타운의 발전기초를 

마련했다. 

두 번째 단계는 한인 사회의 형성단계다. 1990~2000 년 사이에 

청도의 성양구（城阳区）는 한국인의 집중거주지다 된다. 성양구에서 

첫 번째로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단지가 건설됐는데 한국인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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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에 따라 주위에 한국 음식점, 병원, 학교, 마트, 미용실과 같은 

인프라도 나타났고 한국인만의 생활권이 생겼다. 가게들이 다 

한국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메뉴도 한국어로 적혀 있고 물가가 당지 

중국인에게 비싼 편이라서 이 지역에서는 중국인이 거의 오지 

않았다. 첫 국제아파트단지의 성공은 더 많은 국제아파트의 건설을 

자극했고 더 많은 현대적인 고급아파트가 생겨서 성양구도 원래의 

작은 향진부터 도시산업원지로 전환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코리아타운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에 청도 성양구에 거주한 한국인의 수량은 10 만명을 넘었는데10 

한국인들의 집중거주특성과 한국인이 한국음식과 한국식 생활방식에 

대한 집념을 덕분에 한국문화는 당지에서 큰 세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당지 주류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때 청도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중산권이라면 청도에서는 상류사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이 시기에 한류문화가 중국 대륙에서 아주 유행했는데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국 젊은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사람에 

대해 환상이 있다. 한국은 패션과 로맨스를 상징할 듯하고 

한국사람은 청도에서 우대와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3 년부터 청도 코리아타운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먼저 2003 년부터 한국기업들은 대규모로 투자철회를 했다. 

선행연구검토에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과 

“노동계약법”이 확정함에 따라 근로자임금이 인상되고 새로 실시된 

                                                             
10

 데이터 출저: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http://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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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도 취소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청도에서 청수했다. 청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은 

절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번가로운 파산신청 수속을 피하기 

위해 그냥 도망해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지 중국인들은 

한국사람에 대한 신뢰위기가 생겼다. 이제 한국인이 많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양국인민간의 우정까지 해쳤으니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그때부터 나빠졌다. 또 2016 부터 “사드”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새로운 곤란에 봉착했다. 문론 청도에서 코리아타운이 그 

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으며 뿌리깊게 발전되어 있지만 

계속 충격만 당하며 코리아타운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형성역사 

쑤저우의 한국 기업들은 모두 쑤저우공업원구(苏州工业园区)에 

모여 있다. 쑤저우공업원구는 중국이 1994 년 2 월 설립한 

경제기술개발구로 1994 년 5 월 가동해 ‘중국 개혁·개방의 중요한 

창구'이자 '국제협력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그 이전까지는 긴 

역사를 갖지 못하고 교외였다. 쑤저우 공업원구는 쑤저우에서 부자 

동네로 여겨지고, 대학 집결지이자 하이테크 산업 집결지이기도 한다. 

환경도 아름답고 시설도 잘 갖춰지며 현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고속도로·국성도·철도·수로 등 교통망이 

갖춰진 쑤저우공업원구기차역은 상하이(上海)까지 20 분, 

난징(南京)까지 60 분 동안 갈 수 있어 중국 경제가 가장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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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처음에 쑤저우에 온 

한국인들은 한국기업의 주재원과 주제원의 가족들이라서 한국기업이 

많이 진입함에 따라 한인집중거주도 생겼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쑤저우 공업원구의 발전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 역사에 대한 서술은 쑤저우 공업원구발전의 

3 단계에서 이뤄진다. 

1 단계(1994~1999 년)는 제조업 산업의 주체적 지위를 형성하는 

단계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제조업 발전은 외자유치에 의존한다. 

1994 년 9 월 14 일 쑤저우공단의 첫 외국인 투자사업 14 개가 

쑤저우에서 계약되었고, 이 중 12 개 종목이 모두 제조업인데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포함하고 있다. 1994 년 12 월 28 일 

삼성전자(쑤저우)반도체유한공사가 설립됐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쑤저우 공업원구가 설립됐을 때부터 한국기업의 강한 

참여성이었다.  

2 단계(2000~2011 년)는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다. 

2000 년부터 공업단지 투자환경이 좋아지면서 제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고, 이 단계에는 대우, 포스코, 현대와 LG 전자 등 

대형 한국 기업이 잇따라 진출했다. 2008 년까지 쑤저우의 한국 

기업은 1100 여 개에 도달했는데11 더 많은 한국기업의 고위 임원과 

가족들이 이 지역에 진입되었고 주변의 국제학교, 골프장등 

고급시설도 적극적으로 건설되었다.  

                                                             
11

 데이터 출더: 쑤저우시 상공 행정 관리국 szsgsj.gov.cn  



 

55 
 

3 단계(2012 년~현재)는 산업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다. 

2012 년 쑤저우공업원구의 2 차 산업생산 비중은 62.19%, 3 차 산업 

비중은 37.69%로 모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3 년 

쑤저우공업원구는 쑤난(蘇南) 현대화 건설 선도구 확보라는 발전 

목표를 세우고 개혁·혁신을 심화 추진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쑤저우공업원구가 전국 경제개방지역 종합평가에서 거의 

1, 2 위를 차지했고,  2019 년까지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쑤저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발전과 외국투자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쑤저우는 한국기업이 상기적으로 투자하고 해외진출하는 목표가 

된다. 한국 기업진입에 따라 국민은행을 비롯한 한국은행도 

진입되었고 금융계까지 진출했다. 쑤저우의 코리아타운도 공업원구의 

빠른 발전 패턴에 따라 급속으로 완선해지고 사회에 여러 측면에 

뿌리깊게 참여하게 된다.   

특히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다변화 계층과 청오 코리아타운의 

중소기업 경영자 위주와는 달리 쑤저우의 한국인은 주로 기업 고위  

임원인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베이징과 청도 코리아타운보다 

더 질서적이다. 대표적인 한국인 밀집 주거단지로는 

링롱완(玲珑湾)과 야고르미래성（雅戈尔未来城）을 꼽을 수 있는데, 

인근에 한식당·국제학교·중국어학원·한국마트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이상은 중국의 한인집중거주 개황과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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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의 발전역사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본논문의 목적은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리아타운들이 발전해온 길은 필요한 배경을 체공한다. 

중국의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중에 이미 각 코리아타운의 

발전패턴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만 최근 5 년동안 코리아타운들에 

대한 연구는 전보다 훨씬 없고 다 신문기사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논문에서 코리아타운들의 발전추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추세의 분석은 경제발전, 사회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으로 나누어 있는데 3 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코리아타운의 발전추세가 어떤지의 경론이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코리아타운의 최근 5 년의 발전상황에 기초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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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 추세 

 

중국의 대외경제관계의 주요 내용과 기본 형식은 대외무역의 

발전, 외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대외기술 교류다. 대외기술 

교류 한편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그래서 다음 각 코리아타운의 

경제적발전상황을 분석할 때는 코리아타운들이 속한 도시의 

경제발전 상황과 주요산업을 기초로 한국의 수출입상황, 대중국 

투자와 외자투자환경 3 지표를 평가하는 것을 통해 분석한다.  

 

베이징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소재지인 왕진은 앞의 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인터넷산업원지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왕징 

신경제정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코리아타운의 밑거름이 

된다. 

왕징은 통신산업과 대형 인터넷산업을 위주로 된 산업원지인데, 

벤츠·지멘스 등 외국기업의 지역본부들도 많이 진입되어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국제화된 지역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왕징 

                                                             
12 이론 근거: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정에 기초하여 지정한 중국 대외 경제 

정책의 기본 내용이다.  

원문:”我国对外经济关系的主要内容和基本形式是：发展对外贸易、积极合理

有效地利用外资、开展对外技术交流。” 
 



 

58 
 

북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 중인 

중관춘차오양위안베이(中关村朝阳园北)는 

정보기술(IT)·과학기술서비스·소프트웨어와정보서비스업 등 3 대 

하이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8 년 외환위기 직후인 2000 년대 중반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왕징지역에 대거 입주한 바 있다. 그중에서 한국기업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LG 와 삼성은 그때 왕징지역에 대표적으로 진입된 

대형한국기업인데 세계급 한국기업의 진입이 아마도 왕징에서 

한국인의 인구 수가 그 후 10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 

원인이다고 본다. 

하지만 2010 년부터 인터넷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 

구조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런 경제구조의 전환은 2014 년 

미단왕(美团网)이 입점하면서 더욱 두드러졌고, 2016 년 알리바바가 

왕징에 입점하면서 인터넷 산업기지가 왕징의 새 대명사로 

성공적으로 바뀌었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대형 인텃넷 기업의 진입이 

다른 인터넷 회사들의 집결을 이끌었다. 중국이 창업을 장려하는 

배경 하에 왕징은 창업원지도 세웠고, 이곳에 대량의 신흥 인터넷 

회사가 모이게 된다.  현재 왕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왕징소호(望京 SOHO)에 새로 입주한 회사의 65.4%가 신흥 인터넷 

회사다. 신흥 인터넷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기업들로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왕징에 입주하면 직원 

10000 명을 데리고 온다. 이 직원들의 대량 출현은 필연적으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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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구조 변화의 흐름에 

한국 기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흥 인터넷 

혁신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생겨난다. 베이징 현지의 

경제 발전에 한국은 사실 해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왕징지역에 오히려 

한국기업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베이징 지역의 

국가별 수출입 무역액 통계와 베이징 현지의 한국 투자자금 활용 

현황이다.  

 

 베이징화물수출입무역총액(국가&지역별) 

2018 년 (단위: 만 달러) 2019 년(단위: 만 달러) 

중국홍콩 763466 1015690 

싱가포르 914521 879245 

일본 305911 282347 

한국 308298 281678 

중국대만 106124 107581 

중국마카오 42366 35805 

(데이터 출저: http://nj.tjj.beijing.gov.cn/nj/main/2020-tjnj/zk/indexch.htm, 검색일: 

2021.11.1 ) 

 

 
(http://nj.tjj.beijing.gov.cn/nj/main/2020-tjnj/zk/indexch.htm,검색일:2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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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베이징 지역에 

막대한 수출입무역의 비중과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갖고 있고 현지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외국 

화물수출입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체적으로는 줄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싱가포르와 일본을 제외하면 베이징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 한국 투자자금의 사용현황에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베이징의 대외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큰 비즈니스 

기회와 잠재력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한중 

경제교류가 심화되고 그동안 사드 사태 등의 악영향이 서서히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왕징의 한국 기업의 

발전상황은 베이징 전체의 중한경제 교류 상황과 배치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수출입 무역과 투자는 인터넷 산업의 

범주에 들지 않아서 왕징지역에서 한국기업의 세력이 약해진 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이 왕징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새로운 경제혁신은 탄탄했던 대형 한국 기업을 확장하지 

못하거나 서서히 소외시킬지 몰라도 주변에 퍼져 있는 한국 

소기업에는 확실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왕징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상업용지가 늘어나 사람들의 생존공간이 작아지고 

생활비가 높아져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왕징 지역에서 음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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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부 한국인들도 왕징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살길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이 왕징지역의 새로운 경제 

경쟁에서 지면서 왕징 지역의 한국인 감소도 예상된다. 코리아타운 

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많은데 한국인의 감소에 

따라 코리아타운의 규모도 위축할 것이라고 본다.  

 

청도 

선행 연구에서 보듯 청도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과 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 항구도시인 청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양국 간 수출입 무역, 관광 등이 빈번하다. 

비슷한 기후환경, 편리한 교통과 적은 생존 스트레스를 비롯한 

우월한 생존환경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청도에 와서 자영업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코리아타운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많은 한국인이 코리아타운에 

식당·미용실·찜질방·술집·슈퍼마켓 등을 열게 되고, 이들 한국의 

개인경제도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함께 많아져 코리아타운의 경제적 

특색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개인경제의 영향은 한국음식점을 통해 

볼 수 있다. 청도 상공 관리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양구에서 한국음식점은 227 개나 있는데 연간 영업액이 1 억여 

위안에 이르고 성양구 외식업의 1/3 이나 차지한다고 했다. 13 

또 청도에서 대규모로 입주한 중소한국기업을 덕분에 한국성이 

                                                             
13

 데이터 출저: 청도시 상공 관리국 qdai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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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기 때문에 요즘의 한국기업 투자실태가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청도 지역의 최근 외자 투자 실태를 살펴본다. 아래 그림은 

2016~2019 년 청도 지역 외자의 투자액 변화와 매년 외자입금이 

제일 많은 5 개국가와 지역을 보여준다. 

  

청도 2016-2019 년 외자 입금액 

 2016 2017 2018 2019 

1 위 중국홍콩 중국홍콩 중국홍콩 중국홍콩 

2 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3 위 독일 독일 독일 일본 

4 위 미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미국 

5 위 중국대만 미국 영국령 버진 

제도 

중국대만 

총액 

(단위:억 달러) 

58.88 68.15 86.4 705.5 

(데이터 출저: http://qdsq.qingdao.gov.cn/, 검색일: 2021.11.2)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이 청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외국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17 년 사드 사태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최근 2 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8 년 청도에 투자한 국가와 

지역중 한국은 6 억 3000 만 달러로 10.9%, 2019 년 한국은 

197 억 6000 만 달러로 21.8%를 차지했다. 청도에 투자한 기업 수를 

보면 청도 내 한국 기업은 1 만 3140 개로 청도에 투자한 129 개국 

http://qdsq.qingda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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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45.5%를 차지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본다. 내 생각에는 청도의 한국 

기업이 사드사태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는 3 개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 국민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불매운동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사건 중심에 있는 롯데,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삼성 휴대전화 등이었다. 하지만 청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중소형 제조업기업들인데 청도에서 가공하고 완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은 직접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공장의 근로자가 더 많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의류, 완구류가 많아 

이런 작은 비용의 물건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현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직원이고 여전히 돈을 벌어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퇴사하여 한국 기업을 저지할 수 없다. 마지막 이유는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유화적 태도다. 청도정부는 베이징 

정부보다 사드사태 이후 한국기업에 대한 제약은 헐씬 더 느슨하다. 

베이징은 한국인들의 비자 신청을 돕는 한 비자 중개업체 면허를 

취소하고, 청도 정부는 그냥 한국 치맥 페스티벌 참석 일정만 

취소했을 뿐이었다. 청도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과 단속을 

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과 대중국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드사태후 나타난 “한한령”은 명확한 정책명령이 아니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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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이 경제보다는 문화영역에 더 충격이 된다. 예를 들어 한류 

문화(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방송, 예능 프로그램등)를 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기업의 입주와 한국의 대중국투자의 각도로 

보면한국 기업의 진출 증가와 투자 확대 추세는 코리아타운의 확장 

및 발전에 좋은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청도 성양구가 주요 

한인 밀집거주지역이었다면 최근 추세로 한국인이 청도 곳곳으로 

유입되면서 청도 코리아타운도 새롭게 확장될 거라고 본다.  

다음은 화물 수출입 분야다. 아래 그림은 최근 몇년간 청도 

지역에서 한중 화물 수출입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단위: 억 달러) 

  

(데이터 출저: http://qdsq.qingdao.gov.cn/ 컴색일:2021.11.2)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화물 수출입 역시도 사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2017 년 이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만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무역수출입은 

통관·상품검사·화물운송·외환·국제결제·관세환급 등 까다로운 절차를 

 수출액 전년대비성장률

（%） 

수입액 전년대비성장률（%） 

2015 41.4 -13.2 36.5 -13.9 

2016 41.1 0.1 31．3 -14.2 

2017 41.3 -0.2 30.4 -3.4 

2018 44.4 7.6 34.3 12.8 

2019 43.3 -2.6 35.3 3.0 

http://qdsq.qingda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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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체제가 더 잘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통역 전문 인력이 대거 필요하다. 통역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조선족이고 이들도 코리아타운에 모여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한·중 

양국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족이 많이 오게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청도 

코리아타운의 성장의 중요원인이다. 하지만 화물 수출입이 몇 년간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굴곡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입 무역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현재 청도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의류·액세서리 등 값싼 제조업 

수출입이 도태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전의 기술이 떨어지는 

제조업보다 지금 청다오는 첨단 전자정보·선박·신소재·디지털 기술 

등을 목표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청도의 무역수출입 구조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그만큼 코리아타운도 고도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출입 무역이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청도는 원래 제조업과 관광업 위주의 

도시이고, 최근 몇 년간 경제발전은 전국의 일선도시(first-tier 

city)중의 꼴찌에 머물렀다.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현지사회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청도 코리아타운의 발전도 빠른 속도를 

보여주지 않고 기존 모델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 들어 청도정부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대거 

촉진시키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거는 코리아타운의 발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2019 년에 코리아타운이 있는 성양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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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방경제무역협력지구가 창설된다. 또 2019 년 세계한상대회, 

일한수입상품박람회, 한중일 대학생창업혁신대회 등 교류활동 

30 여회를 개최했고, 중한도시발전동맹, 중한산업협력연맹등을 

결성했으며 일한프로그램 총 215 개를 유치했다. 이런 정부부터의 

지지는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청도 코리아타운도 

청도 잧의 발전패턴에 따라 평온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쑤저우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형성도 정부의 대대적인 외자유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쑤저우에는 100 개국 이상의 투자국이 

있는데 모든 국가가 에스닉그룹(ethnic group)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쑤저우 공업원구가 조성된 지 불과 27 년 만에 코리아타운의 발전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과 응집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대외투자에 있어서, 중국신문망은 2021 년 한일 기업이 

쑤저우에 투자한 공식 데이터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쑤저우에 설립된 일본과 한국기업은 2020 년 기준으로 

5000개가 넘고, 쑤저우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는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한국은 쑤저우의 중요한 외자 

공급원이다. 한국은 2020 년 현재 쑤저우에 2357 개 기업을 두고 있으며, 

53 억 달러를 투자해 전국의 6.2%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쑤저우 

투자는 전자통신, 자동차 및 부품, 장비제조, 바이오의약, 미세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이미 삼성, 현대 등 57 개 세계 500 강 한국과 

일본기업이 쑤저우에 진출해 있으며 그중 22 개가 ‘성급 외자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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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있다.”14 

 

이상의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2 개가 있다고 본다. 

먼저, 쑤저우에서 한국투자 규모가 크고 한국 국적 상주인구가 

많았는데 이거는 코리아타운의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두 번째 점은 

베이징이나 청도와 달리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기업들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쑤저우 공업원구 자체가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전문성 강한 고급 산업들을 대거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쪽으로는 전기통신·자동차·신소재가 

강점인데 쑤저우 공업원구는 이런 분야의 기업을 유치한다. 또 이들 

기업이 진출한 뒤 고위 관리자는 한국인이지만 중국 직원을 

고용한다. 그래서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모여 사는 한국인이 기업 

고위임원 위주로 되어 있다. 쑤저우 코리아타운도 이에 따라  

고급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코리아타운 내부의  

식당·슈퍼마켓·오락시설도 고위관리자의 소비 수준에 맞춰 

고급화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현지 관찰에 따르면 쑤저우 한인 

밀집거주지역 인근에 대형 종합 CBD 와 국제학교, 수입마트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도, 왕징의 구멍가게와 큰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쑤저우공업원구의 최근 전방위 친상(亲商)서비스 

건설도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입주와 발전을 유도해 코리아타운의 

성장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본다. 쑤저우의 전방위 친상 서비스는 

                                                             
14

 

신문출저:https://baijiahao.baidu.com/s?id=1700004536355526149&wfr=spide

r&for=pc  

검색일: 2021.10.15 

https://baijiahao.baidu.com/s?id=1700004536355526149&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00004536355526149&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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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등록 설립, 공장용지 임대, 인적자원, 혁신개발, 산업발전, 

기업자격 인정, 운영관리, 인재서비스(노동취업, 자녀취학, 주택구입, 

교류활동 포함), 융자출시, 자유무역지대 특색서비스, 금융서비스, 

종합데이터 정보조회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쑤저우 공업원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낸 온라인 플랫폼이다.  또 이런 우호적인 배경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쑤저우시정부가 최근 

2021 년의 노력을 보면 앞으로 쑤저우에서 더 활발한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쑤저우공업원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언급했다:  

 

“2021 년 100 여 개 중점 외자 종목이 집중 계약된 쑤저우공업단지는 

총 800 억 위안이 넘는 투자를 했으며, 2020 년 현재 19 억 7000 만 달러를 

활용해 100.6%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달성했다” 

“《쑤저우공업단지 외국인재근무생활편의화서비스 신조치》를 

발표하여…외국의 고급인재 318 명을 새로 도입하여 시 전체의 35.3%를 

차지하였다. 현재 쑤저우공업단지의 외국 고급 인재는 1689 명으로 전 성의 

20%에 육박한다”15 

 

한국 기업의 현지 경제 적응에 있어서, 쑤저우의 한국 기업은 

베이징 왕징 지역의 한국 기업이 새로운 경제 상황에 적응하지 

                                                             
15

 출저: http://www.sipac.gov.cn/  검색일: 2021.12.10 

http://www.sipa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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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몰락한 것과 달리, 자발적으로 산업 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개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쑤저우공업원구에 

최초로 입주해 코리아타운의 토대를 마련한 삼성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다음은 2020 년 8 월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삼성의 생상라인 철수에 대한 보도했다. 

 

“8 월 말 삼성 중국 내 유일한 컴퓨터 공장인 

쑤저우삼성전자컴퓨터유한공사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연구개발부문 직원만 

남겨둔다. 공장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삼성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공급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정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제품 

점유율이 위축되자 형태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성장전략을 수정했다. 삼성이 중국에서 저가 가공 

제조업 공장을 계속 퇴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삼성 

내부 관계자는 ‘삼성이 중국 시장 전망을 좋게 보고 정부 지도 방향에 맞는 

첨단 제조산업으로의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16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쑤저우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경제의 급성장에 의식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삼성 같은 대형 

기업들이 앞장서고 모색하는 것은 다른 진출 기업들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귀감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도 현지 사회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쑤저우의 대대적인 외자유치 배경과 경제 변화에 순응하는 

한국 기업의 긍정적 인식이 한국 기업의 현지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첨단 한국 기업의 산업 집결은 꼭 코리아타운의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16

 출저: （第一财经日报/2020 年/8 月/27 日/第 A10 版 记者：冬晔）검색일: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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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베이징과 청도보다 현지에서 

더 잘 융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쑤저우 공업원구 건설에서 한국 

기업의 중요한 가치와 선도성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이 

왕징지역에게 하나의 꼬리표에 불과하고 청도 코리아타운이 중국인 

사회에 떠 있는 빙산이라면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쑤저우 공업단지의 

실제 건설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선두자와 건설자의 역할은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쑤저우일보 5 월의 보도에 따르면 17  포스코그룹은 

1억5000만~2억 달러를 들여 신에너지차 구동모터 생산단지를 새로 

건설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더 양질의 사업을 공단에 

유치해 질 높은 단지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쑤저우 공업원구를 선진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로 나서도록 돕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이 많이 모이는 코리아타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착되고 

발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코리아타운도 가장 먼저 프로그램의 

성과를 즐길 수 있고, 가장 발전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경제발전 배경에서 나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 추세가 아주 좋다고 본다.  

 

 

                                                             
17

 뉴스출저: 

http://www.sipac.gov.cn/szgyyq/jyqzk20210521jyq/202105/b108af5fb8794b

17a3fc02ace68ff172.shtml 검색일: 2021.10.15 

http://www.sipac.gov.cn/szgyyq/jyqzk20210521jyq/202105/b108af5fb8794b17a3fc02ace68ff172.shtml
http://www.sipac.gov.cn/szgyyq/jyqzk20210521jyq/202105/b108af5fb8794b17a3fc02ace68ff17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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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수출입상황 대중국 투자 외자투자환경 

베이징 큰 비중 

상승추세 

상승추세 

대기업위주 

제조업, 전자에 집중 

 지방정부 지지함 

 한국기업 참여도 

낮음 

청도 큰 비중 

출입구감소 

상승추세 

중소기업위주 

제조업에 집중 

 지방경제발전상황 

일반 

 한국기업 우대 

쑤저우 큰 비중 

상승추세 

상승추세 

대,중,소기업 

하이테크기업에 집중 

 선진하고 효율적인  

외자유치 정책과 

친상서비스 

 

이상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에 

진입한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경제발전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왕징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왕징 코리아타운의 경제적 발전도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은 청도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은 종합적으로 

볼때 좋지만 출입구감소와 경제구조전환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원래의 발전패턴에서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그레서 청도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 추세는 빠른 성장이 안 보이지만 

평온적이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선진적인 

산업의 집결지이며 당지 경제발전의 변화를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3 지 중에 제일 좋은 성장세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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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추세 

사회적 발전은 코리아타운에 생활하는 한국인이 사회지지를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보통 

기구적 지지(인프라), 감정적 지지와 사회적 교제 3 측면으로 나누어 

있다고 한다. 18  기구적 지지는 물질적인 지지인데 보통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표현된다. 감정적인 지지는 친한사람과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통해 개인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교제는 단체활동과 

정보공유를 의미하는데 보통 회사 동료나 사회조직을 통해 얻는다. 

그래서 다음은 각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추세를 검토할 때도 

기구적 지지, 감정적 지지와 사회적 교제 3 측면을 구조로 각 

코라이타운의 특성에 기초를 두고 검토하겠다.  

 

베이징 

 기구적 지지 

지금도 왕징 지역은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왕징 

코리아타운은 베이징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관리가 가장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한임집중거주지이다. 그 이유가 먼저 

한인 거주 역사가 오래된 데다 한식당,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이발소, 한의원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경제의 

                                                             
18

 Andreas Herz ,2015, “ Relational constitution of social support in migrants’ 

transnational personal communities” Social Networks 40 P64-74 

원문: “Social support can be devided into several dimensions: instrumental, emotional, 

and social compan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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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은 2008 년 이후에 안 좋은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왕징지역의 개인경제 발전상황을 보여준다. 

19(단위: 개) 

 

 산매업 요식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업 부동산업 총계 

2006 64 30 12 12 19 137 

2007 68 34 14 10 20 146 

2008 57 25 8 - 11 101 

2009 30 5 2 6 1 44 

2010 46 7 5 5 3 66 

2011 32 11 2 8 1 54 

2012 33 7 - 2 8 50 

(데이터출저: 한국수출입은행)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드 이후에 한국자본의 개인경제는 

급락하는 추세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한국식품, 화장품을 위주한 

산매업과 한국음식점,교육기관과 부동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베이징지역에 해마다 유입된 한국인이 많아짐과 같이 교려했을 때 

한국인을 위한 기구적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베이징의 한인사회는 이미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은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얻고 서로 도와야 하며, 성숙한 사회 시스템이 이들을 더 잘 

                                                             
19

 개인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인데 공개하지 않아서 

선행연구를 통해 얻는다. 선행연구: 周雯婷，刘云刚，全志英 

2016.4  ”全球化背景下在华韩国人族裔聚居区的 形成与发展演变 ——以北京望京为例” ACTA 

GEOGRAPHICA SINICA Vol.7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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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와 서비스측면으로 

보면, 왕징 지역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코로나 19 기간의 경우 왕징 지역에는 중·영·일·한 4 개 언어로 

안내가 이뤄지고, 왕징 거주 한국인의 코로나 19 검사, 자가 격리, 

동내 장보기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배치된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없고, 정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왕징을 떠난 

한국인이 많아도 남은 한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왕징의 인터넷 경제 발전과 집값 상승에 따라 여러  

유의해야 할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드사태 이후 베이징정부는 거리 간판을 정비하고 중국어 

없이 완전 한글만 된 간판을 대거 철거했다. 중국에서 원래도 

중국어 설명이 없는 상품 판매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데 사드사태 

이후 코리아타운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면서 중국어를 못하는 사장들이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불법으로 인정돼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는 가게도 있다. 이러한 정비는 코리아타운의 

자영업경제 발전과 한국적 특색을 보여주는 데 타격을 주었다. 최근 

사드의 영향이 약해져도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국풍（国风）, 국산（国产）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 지금, 

수도 베이징은 중국 특색을 가장 크게 드러내야 할 곳일 것이다. 

둘째는 왕징 지역의 국제화, 즉 외국인 인구의 다양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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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면에서는 왕징 지역에 

국제학교등 외국인을 위한 시설 더 많이 개설되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도 더 잘 될 것이다. 나쁜 점에서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왕징으로 몰려들어 그들만의 민족적 식당을 열고 있어 

왕징 지역의 한국적 특색이 희석될 것이다. 최근 일식, 양식도 많이 

들어서고 왕징 지역에 회사원이 많이 늘면서 직원들의 점심과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중국식 도시락과 분식집, 

셀러드가게가 많이 나타났는데  한식당 이용객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왕징에 남을 수 있는 한국인은 소득이 

높은 대부분 소득이 많은 계층이다. 이들이 자국민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고품격 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을 벗어나 공간적으로 중국 사회에 

동화된다. 왕징에 남아 있던 한국인들이 점차 중국 사회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징 지역은 더이상 개혁개방 초기처럼 베이징 

내의 몇 안 되는 현대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이제 베이징 곳곳에 

시설이 건전하고 현대화되 있는데 한국인의 주거요구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인 밀집 거주지역에 민족적 특색의 

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한국인들이 이제 중국의 급성장과 편리함을 

즐기고 중국 사회에 적극 융합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낮은 

한국인들은 왕징 지역을 떠나 옌자오(燕郊)로 갔는데20 왕징 지역의 

                                                             
20

 정종호, 설동훈 2020 재중 한인타운의 형성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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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점점 적어질 추세가 보인다. 

 감정적 지지 

감정적 지지는 보통 가족이나 친구등 친한 사람들한테 받는데 

이거는 사적 관계이자만 외부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윤경(2015)은 가족이 이주민자에게의 역할을 “가족은 

도구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강렬한 감정과 정서적인 관계로 

엮여있어 이주자 일상의 초국가주의활동에서 가장 빈번한 

근원지이자 출발지이다. 그런 까닭에 가족집단에 가족집단의 

이주자와 비이주자간 초국가적 연계는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초국가주의활동을 더욱 빈번하고 규칙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21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가족을 쉽게 연락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감정적 지지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베이징 왕징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중에 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된고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혼자 중국에 

있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 카톡, 인스타그램등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외국 SNS 가 안되는데 가족과 친구랑 연락하는 빈율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징 생활의 큰 스트레스다. 베이징은 

청도와 쑤저우보다 생활비용도 높고 생활리듬도 빠르고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빠른 리듬과 큰 스트레스는 

세계에서 어느 국가의 대도시에도 있지만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21

 이윤경 2015”재중한인의 초국가적인 활동수준과 요인” p10 아세아연구 58(1), 2015.3, 

144-183(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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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서울과 

베이징의 평균월세과 평균개인소득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이런 

타이를 보여준다. 

 

 

 

 

 

 

  (데이터 출저: 서울 연합뉴스 2017, https://www.fang.com/houses 

검색일:2021.11.5) 

   

이상의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이징의 평균월세가 거의 

서울 오피스텔의 두배인데 베이징의 평균개인소득은 서울의 70%에 

불과하다. 물론 베이징에 살고 있는 한국회사 주재원들은 한국의 

원급표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베이징의 월세는 훨씬 더 

높다. 이런 물질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외로움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답답함은 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지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교제 

사회적 교제는 주로 회사동료, 이웃과 같은 협회에 참가한 

사람들통해서 얻는데 한인사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면 사회적 교제도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베이징의 코리아타운 내부사회의 계층분화와 민족간 

 평균월세 평균개인소득 

베이징 (왕징지역)165.4 만원 162.6 만원/월 

서울 (오피스텔)83 만원 223 만원 

https://www.fang.com/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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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대해 연구했는데 결론은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사회관계는 

아주 복잠한 것이다.  

먼저 사회계층분화를 보면 대기업 주재원, 공공기관 주재관, 

대형 자영업자, 중소형 자영업자, 영세한 자영업자, 유학생, 주부, 

유동인구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정종호 2013). 분명한 

사회계층분화의 결과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내의 자원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주재원과 대형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괜찮겠지만 소형 자영업자와 일을 못 찾는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협회들은 정보공유하는 때에 플렛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계층을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또 베이징의 “배외정서” 도 사회적 교제를 제공하는 때에 나쁜 

영향을 준다. 중국사회에 적응하려면 당지사람의 지지가 필요하는데 

베이징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 지지를 얻기가 더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청장년들이 앞다퉈 베이징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외성(外省) 인구가 넘쳐나자 현지인들은 외지인들이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집값을 오르게 하고 일찾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불평한다. 최근 2 년간 왕징지역의 인터넷 산업에 노동력이 밀집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심화시킨다. 코리아타운에 중국인이 몰려와 

한국인과 교집합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은 양국 

인민이 사이좋게 지내지만 잦은 교류는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외래 인구일 뿐만 아니라 중한 문화, 생활습관 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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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중한 양국 인민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시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복도에 

신발을 놓고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불평한다. 다행히 현재 

베이징 정부는 국제화 도시 건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더욱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신세대 베이징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다. 민족 

간 갈등의 해결과 상호 이해는 코리아타운의 화합과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상 건설은 시간이 지나야 성과를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추세가 낙관적이지 않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이 좋지만 

왕징지역에서 살아남은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다. 그런데 전혀 

회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제 베이징의 국제화도시건설과 

양국인민간의 깊어진 교류와 이해에 따라 앞으로 코리아타운은 

새로운 발전할 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청도 

 기구적 지지 

청도 코리아타운은 역사가 가장 길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제학교·한의원·식당·슈퍼마켓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 경험도 많다. 청도 한국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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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22 : 

 

“성양구는 외국인들에게 고향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환경'을 모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톈타이(天泰), 

위에화위안(悅華園) 등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조성하고 고급 

음식·오락시설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전 지역에 200 여개의 

한식당이 있다……성양구 인민병원은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의사 진료를 실시하고 튿별한 통로를 개설하며 한상(韩商)은 

성양구에 있는 병원에서 무료로 접수할 수 있고 병원 방문할 때 

전담 인력이 동행해줄 수 있다.” 

 

또 청도일보에 따르면 올해(2021)에 들어서 청도시정부는 

한국인자녀의 교육을 위해 더 많은 기구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23 

 

“칭다오 청운국제학교는 중국 교육부와 한국 교육부의 복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한국 공립 정규학교로 1200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다. 현재 학교 구캠퍼스는 교실 33 개, 교직원 113 명, 

재학생 815 명으로 모두 현지 한국인의 자녀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도 서양구 

                                                             
22

 《韩人社区与“韩味”青岛》 孙亚楠 2009.03 中央民族大学 
23

 청도일보 2021.7.20  周伟 苟小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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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은 한국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도는 한국어방송 채널과 잡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 년부터 TV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한국어 

라디오”'의 경우 청도 현지의 대외개방과 투자유치 정책 여건, 

한국인의 일상을 소개한다. 이 정보들은 텔레비전를 통해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베이징과 같은 

사회계층으로 인한 정보공유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둘째, 정부는 코리아타운을 매우 중시하며 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배려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코리아타운에 비해 한국은 청도 

현지 발전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배려는 최근 

코로나 19 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성양구정부는 한인회가 주도한 이번 전세기 취항을 위해 

12만원(우리돈 1천800만원 상당)이란 큰 금액을 지원했다. 성양구 정부는 

뿐만 아니라 교민 격리 생활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배려를 기울여 

교민사회를 감동시켰다. 

9 월 17 일 전세기가 도착하던 날 왕버 성양구 당서기는 직접 공항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입국객 맞을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교민 격리 호텔도 

직접 둘러봤다. 격리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식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과일과 물은 물론 추석에는 월병도 만들어 대접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 http://www.worldkorean.net 검색일: 

2021.10.8) 

 

그래서 청도 코리아타운은 이전 시설을 그대로 이어갈 뿐 

아니라 계속 보완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특별배려도 받고 다른 

코리아타운보다 기구적발전 면에서 더 나은 편이다. 

http://www.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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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지지 

청도는  감정적 지지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우선 앞글에서 밝혔듯이 청도의 코리아타운은 빙산처럼 중국 

사회라는 바다위 떠 있는데 강한 부유성이 보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이런 부유성이 약해지는 추세다. 과거 청도에 와서 돈을 빨리 

벌려고만 했던 한국인들은 현지 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욕은 별로 

없었고 심지어 중국인을 무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많은 조선족 

통역을 통해 일을 하고 성양구의 한국 생활권에서만 생활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청도 현지의 산업구조가 

고급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통역인원보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도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며 중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은 중국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고, 청도와  

한국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다 주도적이고 

빠르게 중국 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 긴시간동안 중한 

양국인민이 같이 살다보니 양국 인민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한국인들도 청도현지에서 더 많은 집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두 곳의 비슷한 기후 환경과 청도의 여유로운 생활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이미 청도에서 전 가족을 데리고 정착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정의 위안을 찾기가 쉽다. 가족과 같이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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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사람들에게도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한 번 만나기란 쉬운 

일이다. 지금 코로나 19 로 인해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코리나 19 

직전에 청도발 한국행 항공편은 하루 30 여 편이 있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청도로 휴가를 떠나는 한국사람도 많았다. 

 사회적 교제 

우선 청도 코리아타운에는 협회가 많기 때문에 협회 활동과 

여가 생활도 다양하다. 재중한인사회는 보통 여러 가지 협회를 통해 

운영된는데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회는 산업협회, 

동호회등 형식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협회들로 만든 인적관계망을 

통해 사회연계를 개인화시킨다. 청도에서 비교적 유명한 협회로는 

청도한국회, 청도대한체육회, 산동성대한인축합회와 청도한인교회 

등등인데, 이러한 협회들은 각 업종과 산업뿐만 아니라 각 

취미생활도 포함했다. 청도에 투자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베이징보다 엄격한 사회계층도 없고 사람 간 정보 

교류도 더 원활하다. 

둘째, 청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현지인들과 아주 잘 융화된다. 

처음에 청도 사회에서 한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양구는 

청도 시내에서 '고급'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요새에 들어 청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업과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2020 년 청도시 각구(区)의 GDP 순위다.  

 (출저: https://www.maigoo.com/news/506048.html 검색일:2021.11.1) 

https://www.maigoo.com/news/506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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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기준으로 성양구의 GDP 는 청도시 모든 구중 5 위에 

불과하다. 요즘 중국인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중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인을 귀빈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물질적과  정신적생활의 

질적 개선 등은 현지 중국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또 과거 성양구에 중국인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중국인들도 

성양구에 깊숙이 들어와 중한 양국인민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런 융합은 청도 한국인들의 활동 궤적을 

넓혀 코리아타운에 갇히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청도 성양구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추세는  아주 좋고, 기존 모델에서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랜 역사의 침전, 성숙한 시스템, 정부의 특별 배려, 그리고 

한국인의 현지 사회 적응은 청도 코리아타운의 사회발전이 좋은  

원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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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기구적 지지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고급화되어 있는 스타일이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사는 사람은 기업 고위임원과 그 가족이 대부분인데 고소득층이어서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의 주변 부대시설도 발달돼 있다. 

국제학교와 유치원, 종합병원, 수입마트등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학원과 한국어린이를 위한 과외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집중거주하는 “링롱완”이라는 동내에는 '영롱만 

중국어학원'이라는 이름의 중국어학원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학원안의 강사들은 전문 중국어 

교사도 있고 주변 명문대의 중국어학과 학생들도 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학원 선생님을 

고용할 때의 기분적인 조건이다. 

게다가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훌륭한 사구(社区)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한국인들도 사구 건설자로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에서 “사구”는 한 구역 내의 인구를 관리하는 기본 단위이며, 

사구 건설도 중국에서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을 관리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구관리는 여러 단계의 발전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사구는 그냥 국가가 인구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인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为人民服务，Serve the people)”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부가 점점 사구를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전환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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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정부는 사구에서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자치를 촉진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가 

약화됐고, 대중의 폭넓은 참여가 중시됐다. 따라서 사구 서비스와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준들이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이 밀집해 사는 링롱완 이웃센터의 경우, 

사구에서 기본적인 부동산, 건물관리와 정보교류 등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럽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더 많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친구클럽”은 

외국인을 위한 클럽이고, “사랑의 클럽”은 봉사활동 및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 지원을 담당하는 클럽이고, “아기집”은 가족활동 

서비스와 아동돌봄등을 제공하는 클럽이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쑤저우 코리아타운 내부에는 서비스형 

커뮤니티를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참여도 측면에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강한 자주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최근 코로나 19 시국의 방역 뉴스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1986 년생인 박정민은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쑤저우공웝원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0 년 설날, 아내의 임신으로 박정민은 

쑤저우에 남아 설날을 보냈다. 쑤저우공업원구의 일부 커뮤니티는 최근 

귀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 사정을 알게 된 박정민은 심원 카페에 통역 

자원봉사를 자원해 한국 주민과 소통하고 도와주며 방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뉴스출저: http://xinhuanet.com/ 검색일: 2021.11.5） 

 

http://xinhu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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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프라를 보면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내부 시설과 관리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잘 되어 있다. 또 한국인들은 

이런 인프라와 서비스의 이용자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역사회 

건설자로 일하며 동포를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과 응집력을 보였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매우 좋은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지지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오래되지 않아서 내부 사회 네트워크도 

아직 성숙하지 않고 또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정적 지지를 검토할 때 필요한 사회관계망에 대한 정보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해 봤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국인들이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리아타운에서 매일 제일 긴 시간을 보내는 한국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했다. 다음은 한국인 주부 P 씨와의 대화내용이다.24 

 

-주내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매일 아침 7 시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간단한 아침밥을 준비해요. 

8시에 아이들을 학교버스에 태우고 저는 쑤저우대학에 가서 중국어 수업을 

받아요. 점심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쑤저우중심(쇼핑몰 이름)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두세 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거나 잠을 자요. 오후 4 시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데리러 나가 

아이를 데리고 빵집에서 간식을 먹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아줘요. 5 시되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제가 

집에가서 저녁밥을 지어요. 제 남편은 6 시에 집에 와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7 시부터 저는 중국어 과외를 받아야 해요. 8 시에 수업이 끝난 후에 

저는 아이의 숙제 검사를 하고 막내딸과 놀다가 샤워를 하러 가요. 샤워를 

                                                             
24

 인터뷰는 중국어로 진행됐으며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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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교 중국어 숙제도 해야 하는데, 저는 매일 이때가 너무 힘들고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대략 12 시쯤에 자요. 

-친구들은 한국인인가요? 

“네, 우리가 쑤저우대학에서 같이 중국어를 배워요. 이웃이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대략적인 생활을 아시나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특히 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 다 중국어수업, 

아이돌봄, 숙제 등을 해야 돼서 대부분의 스케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음식,옷 등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타오바오（淘宝） 이용을 좋아하는데 타오바오에서 휴지, 수건, 생수 

등을 항상 대량으로 사 놓아요. 그리고 제가 애들에게 한국의 우유와 

유산균 요구르트를 자주 사주는데, 보통 근처의 한국 마트에 가서 사요. 

제가 차를 몰고 가면 매번 많이 사요. 친구들이 한국에서 오면 한국 

음식도 좀 가져다 줘요.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세요? 

“가끔 피자 같은 거 시키는데 대부분 시간은 제가 직접 밥을 해요. 

우리 가족이 아무래도 한국음식이 더 입에 맞아요.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감정지지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상 베이징과 청도와 달리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에게 

이웃도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한국주부의 일상을 보면 

친구이자 동창인 이웃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정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다. 또한 주부들의 일상생활 궤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감정적 

지원의 원천은 다양하고 안정적이다. 

둘째, 생활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안일하고 풍요로운 계층이기 때문에 생존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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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과 청도에 비해 훨씬 덜 받다. 쑤저우는 생활 리듬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경치가 좋고 역사가 오래된 관광 도시인데 

중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풍요로운 생활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감소시킨다. 

 사회적 교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제는 주로 동료와 다양한 

사회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쑤저우의 한인협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은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업단지 

건설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쑤저우공업원구를 조성할 때 다양한 산업집합 효과를 

강조하고, 같은 유형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은 기업 간 선의의 

경쟁과 정보 공유, 효율적인 기업 관리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쑤저우공업원구가 첨단기술로 외자유치를 할 때 높은 

기준을 세웠는데 이런 행동은 기업의 품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019 년 쑤저우공업원구 산업집합 보고서 25 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공공기술 서비스 플랫폼 30 여 개를 구축해 놓았다. 또한, 

외자가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은 중·영 이중 언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서비스는 입주 기업들에 정보의 원천을 

넓히고,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중국사회에서의 

참여도를 높히하는 것을 통해 당지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5

 출저: https://www.sohu.com/a/290491338_100222733 검색일:2021. 9.30 

https://www.sohu.com/a/290491338_1002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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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쑤저우의 한인사회 네트워크가 한국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산업집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기초로 발전된 코리아타운 

안에도 양질의 사회망이 형성될 될거라고 본다. 

 

소결 

이하의 표는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사회적 발전 

측면의 추세를 요약한다: 

 

 기구적 지지 감정적 지지 사회적 교제 

베이징 약해짐  받기 힘듬 

 생활의 큰 

스트레스 

 한인 협회 많음 

 원할하지 못한 

정보공유 

 당지인의 배외정서  

청도 완비  받기 쉬움 

 적은 생활 

스트레스 

 정보공유 좋음 

 한인협회 잘 작동함 

쑤저우 완비 

선두적 

 받기 쉬움 

 상대적 적은 

스트레스 

 정보공유 좋음 

 정부의 지지 

 

기구적 지지, 감정적 지지와 사회적 교제 3 방면을 통해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의 사회적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선진한 사구건설과 편리한 생활환경, 쉽게 얻을 수 

있는 갑정적 지지와 양성적 사회 교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사회적 발전추세가 보인다. 이에 비해 청도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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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선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원래의 

패턴에 따라 잘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는데 그 원인은 왕징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은 더 많은 생존의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또 코리아타운 

내부의 계층분화 때문에 한국인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하는 경형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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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추세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은 코리아타운내의 한국문화의 특색을 

보유하고 홍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리아타운이라는 지역이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한국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를 수 없다. 2016 년 이전에는 한류문화가 

중국시장에 대거 진출했지만 그 후에 사드로 인해 많이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코리아타운에게 나쁜 영형을 줄 수 밖에 

없다. 사드 같은 양국관계에 큰 영형을 미친 국제사건이나 중국의 

거시적 환경(예를 들어 주류인 사회주의 문화, 전통문화 부흥, 

국제화등)은 모든 코리아타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도 코리아타운마다 문화적인 발전상황이 다르다. 한국문화나 

한류라는 것은 워낙 넓은 주제인데 그 안에서 여러가지 분야도 있고 

전문적인 홍보와 예술과 관련된 지식도 포함된다. 한 논문에서 다 

서술하지 못하지만 본 논문중에는 한류문화의 발전이 아닌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각 

코리아타운의 경제,인구,정부관리방식과 사회관계등 특성을 기초로 

그 안에서의 한국문화발전환경, 한국문화 표현형식과 한국문화활동 

상황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코리아타운들의 문화적 발전 상황을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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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먼저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안의 한국문화발전환경은 

문화발전을 시키는 데에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3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왕징지역의 국제화와 정부의 태도에 있다26 . 이제 

왕징지역에 50 여개 국가의 기업들이 진입했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왕징지역이 한국성이라는 명성이 

있지만 정부가 국제화산업단지를 만들려는 입장으로 보면 어느 한 

나라에 중점을 두기가 곤란한 일이다. 두 번쩨 이유는 왕징 

코리아타운의 한인은 단결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한국생활권에 강한 귀속함을 가지고 있지만 

한인사회 안에서는 여러 사회계층이 뚜렷하게 분화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로 자기 나라를 중국사회에 홍보하는 의사가 없다.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달리, 베이징 한인타운의 한인들은 

한인타운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킨다기 보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만 히는 경형이 있다. 박은옥과 독고현(2011)은 

이런 현상와 그 원인을 “모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명절이나 

축제를 통하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국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부각시키면서 한국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의 후손에게 자기 나라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26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발전 - 생성·성장·재편의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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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27  셋 번째 이유는 왕징지역의 

인터넷산업의 빠른 성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의 한국성인 

코리아타운을 인터넷산업단지라는 영성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의 문화발전 배경은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코리아타운내의 한국문화 표현형식과 문화활동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문화발전은 지금까지 괜찮은 편이다.  

먼저 한국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주체도 많고 활동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1995 년에 베이징체육대학이 처음으로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는데 태권도라는 운동을 중국인에 시선에 데려갔다. 그 

때부터 태권도는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된다. 

왕징의 한국인들은 코리아타운에서 태권도장을 열었고 많은 

중국인을 이끌어 간다. 또 한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주중한국대사관이 매년 K-페스타(FESTA)라는 활동을 개최하는데 

이 활동은 항상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는 “기린사(麒麟社)”에 열린다. 

한국 화장품·식품 등을 파는 것과 k 팝 댄스 커버도전 행사도 종종 

열리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관람하고 참여하는 대형문화활동이다.  

그 다음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음식점들은 정말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한국특색을 보유하는 데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왕징지역의 한국성이라는 명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27박은옥, 독고현 “북경의 코리아타운과 한국음악 현황”, 재외한인연구, 

23,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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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했는데 실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왕징 

코리아타운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편이다. 

 

왕징을 언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항목 인수(명) 비율 

코리아타운 16 73.73% 

인터넷산업 4 18.18% 

국제화/외국인 2 4.55% 

   

어떤 목적으로 왕징에 가는가? (다답형 문제) 

항목 인수(명) 비율 비고 

거주지 1 4.55%  

회사 다니기 4 18.18%  

한식먹기/코리아타운에 궁금하다 15 68.18%  

쇼핑몰에 가기 11 50%  

가 본 적이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이유 쓰기) 

1 4.55% 한식 

궁금하다 

가 본 적도 없도 관심도 없음 2 9.09%  

 

설문조사는 베이징에 4 년이상 생활한 중국인 20 명을 대상으로 

“왕징을 언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과 “어떤 목적으로 왕징에 

가느냐”라는 2 질문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일단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왕징을 언급했을 때 현지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다.  

또 한식먹기는 사람들이 왕징지역에 자주 가는 목적으로 나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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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항목중에 1 위를 차지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산업단지로 요즘에 발전하고 있는 왕징은 빠른 경제환경늬 

변화속에 한국문화특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추세는 한식당들이 많이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베이징에서 한국 식당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주중한국회식협회에 

등록된 한국 식당 수는 2018 년 63 곳에서 올해 50 곳으로 2 년 만에 20.6% 

감소했다.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왕징(望京) 

소호(SOHO) 맞은편에 위치한 기린사(麒麟社) 상가는 대표적인 한국 식당 

밀집지다. 이곳에 한국 요리 간판을 단 식당은 10 곳. 하지만 이 중 9 곳은 

과거 한국인이 운영하다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에 넘어갔다. 겉은 한국 

식당인데 실질적으론 중국인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28 

 

그래서 중요한 한국문화 특색보유와 한국문화 체험지인 

한식당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코리아타운의 

한국문화발전은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결론을 말하자면 중국에서 한류 문화가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지만 베이징 코리아타운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은 한류와 팬 경제(粉丝经济)의 수혜자처럼 보인다. 

아직도 왕징은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국제화가 

진전되고 한식당이 많이 사라지면서 코리아타운의 문화발전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출처] 2020.10.05 중앙일보 "中 지저분하단 건 옛말" 베이징서 韓 식당 

사라지는 까닭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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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고 본다. 

우선, 코리아타운의 문화활동에 정부가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29.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청도한중문화주간”은 매년 

개최되어 한중 양국에 자신들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또 한중수교를 기념하여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교류공연을 개최한다. 예를 들어 2016 년에는 

“ 민속문화”를 주제로 교류공연을 개최하였다. 또 청도 특색의 맥주 

축제는 한국인들도 즐기는 대형 축제다. 청도 맥주는 한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한국도 술문화가 아주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적인 문화를 기초로 한국사람들이 중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중국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다. 또 2021 년이 

“한·중 문화 교류의 해（中韩文化交流年）”인데 청도 정부가 

한·중 문화 교류를 더욱 적극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도가 한국인의 

종교적 욕구를 잘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은 종교를 믿는 

풍토가 없고, 특히 주류 문화를 대표하는 한족들이 거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 종교 신앙이 특히 공산당인 사람들에게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은 종교 대해매우 엄격한 통제가 있다. 이처럼 종교에 

무관심하고 단속이 심한 가운데 청도 한인타운 인근에 정부의 

동의를 받은 기독교 교회 수는 9 개에 이른다. 

                                                             
29
葛兆富 “中韩建交以来青岛与韩国的文化交流” 2004.6 青岛大学师范学院学报 Vol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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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도 코리아타운의 문화 교류 활동이 매우 다양하여, 여러 

분야를 뒤덮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다른 코리아타운들이 

한식당과 케이팝(K-pop) 음악을 통해 한국문화를 구현하는 것과 달리 

청도에는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고 한국어 저널도 발간한다. 

청도는 최근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청도는 

이런 추섹의  바뀜에 따라 코리아타운의 뉴스 사이트도 만들었다. 

또, 청도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존재한다. 바로 청도대한상회다. 이 거대한 

협회에 청도 코리아타운의 중소기업인들이 거의 다 참여했기 때문에 

협회가 조직한 문화활동들이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다. 

청도한국상회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는 다음과 같은 종료들이 있다: 1) 

기업인을 위한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를 통해 청도기업에 대한 

이론적 지도, 산업환경 변화, 선진기업의 경영경험과 기술등 정보를 

알 수 있다. 2) 한국기업과 문화인 간의 교류 촉진. 청도한인상회가 

많은 업계 인사와 현지 대학 교수를 초청하고 강좌를 하는 것이다. 

3) 현지 중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한국의 교육중시 전통을 보여주고 한민족의 좋은 이미지를 세웠다. 

장학금도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도록 격려하고 

나중에 한국기업에서 일을 하려는 꿈을 세우기도 한다. 4） 청도  

한국인상회는 청도 정부와 함께 동포 운동회, 설날 친목 만찬회 

등을 개최하고 회보 '칭다오 가이드'도 창간했다. “청도 가이드”에는 

중국신문, 시장경제정보, 산업정보, 한국신문, 세계신문, 우스갯소리, 



 

99 
 

생활건강, 생활상식, 생활정보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활동과 

회보가 한국교포들의 단합을 촉진하고 재중국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풍부하게 하며, 한국인들이 중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도 코리아타운은 규모가 크고 오래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실제로 현지 사회에 스며들어 현지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한국식 패션을 모방하거나, 한국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중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음식을 일상음식으로 먹는 것들이 다 한국문화가 

당지에 영형력을 보여준다. 한국문화와 한국식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존재는 바로 한인집중거주지인 

코리아타운이다. 특히 현지인의 한국어 학습과정중에 한민족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도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청도 현지인들은 

한국의 예절, 행동방식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또한 

코리아타운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풍속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의 생활습관을 바꾼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30  예를 들어 

한국인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바닥의  

청결도에 대한 요구가 높다. 현지의 중국 가사 서비스는 보통 

대걸래로 바닥을 청소하지만 한국주부들은 항상대걸래로 절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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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2004.12.08 칭다오의 추한 한국인들정준성 베이징 특파원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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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부에게 수건으로 닦으라고 한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날 가정부들도 이런 청소방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서도 이렇게 청소하는 걸로 바꿨다.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도 현지에서 코리아타운을 통해 한국 문화와 

관습이 중국사회의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당지에서 한국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깊다는 것이다. 

 

쑤저우 

우선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의 환경 면에서 큰 

우세가 보이지 않다. 그 원인은 3 개가 있다. 

첫째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다는 점이다. 

한국의 생활방식과 풍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국인 집안에 국한돼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한국적 특색을 살린 시설을 보면 한국 

마트·이발소의 고객은 한국인이 대부분이고, 중국고객은 주로 

한국과자에 관심이 있는 젊은 중국 여성들이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이나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 단체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같은 제품을 쓰고 싶다는 심리로 한국마트에 다니게 된다.   

또 한국적 요소는 단지 쑤저우공업원구내 여러 국가 문화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는 

쑤저우 공원원구는 이제 외국인 관리와 서비스의 편리함을 위해 

각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장려하기보다 각국 국민의 공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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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익을 강조한 바이다. 

둘째, 전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이 중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비교적 강한 자발성이 보인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베이징·청와 달리 조선족이 당지의 한인사회에 많이 존재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사람들은 자신이나 주변의 친구와 동료만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코리아타운의 문화를 중국 사회에 

알려주기보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이 자기의 생활습관도 

조절하면서 중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베이징과 

청도에는 거대한 한인협회나 현지 한국대사관이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쑤저우 한인사회에는 이처럼 문화활동을 통합하는 큰 

협회가 없다. 한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문화활동은 대부분 자사 

행사나 거주하는 사구관리자가 개최한 활동들이다. 게다가 쑤저우 

현지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어 쑤저우 한인은 상하이 주재 

한국대사관의 관할하에 있다. 상하이 주재 한국대사관이 화둥(華東) 

지역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문화활동 

지원을 충분히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 외에, 쑤저우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다. 쑤저우는 중국의 

중요한 전통문화기지인데 현지인들은 쑤저우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쑤저우 자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문학, 희곡(곤곡昆曲), 지방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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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예술, 심지어는 독자적인 음식 유파도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중국이 요즘 문화자신감건설을 대거 

촉진하고 있는 지금에 정부는 해마다 쑤저우의 전통문화 건설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코리아 

타운이 문화적 매력을 발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쑤저우가 

외래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은 없지만 그 자체로 자기 문화에 대한 

보호와 홍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지 한국 문화는 한류를 

좋아하는 일부 젊은이들에게만 매력적일 뿐 쑤저우에서 순수한 

'차이나 스타일'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특히 

유행과 패션을 가장 추구하는 젊은 대학생들은 쑤저우에서 오히려 

중국 전통복장을 입고 다닌다. 

코리아타운내 한국문화의 표현 형식의 측면으로 보면, 우선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주택가, 일부는 

상업지구이다. 주택가에는 조금도 한국적인 특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고급 상업용 주택들은 모두 부동산업자들이 

미리 꾸며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징과 청도의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의 생활습관에 맞춰 온돌방을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쑤저우는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도시이다. 그래서 당지의 겨울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와 같은 사소한 리빙포인트는 현지인에게 다시 배워야 

한다. 고급 아파트단지 내에도 상가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한국적인 특색이 전혀 보이지 않다. 실제로 세계 어느 도시의 고층 

빌딩과 고급아파트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도시화·국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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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민족적 주택은 찾아보기가 계속 어려워진다. 

하지만 상업지역은 한국 문화를 잘 보여준다. 상업지역은 

한식당과 노래방, 헤어숍을 위주로 되어 있다. 가게마다 한국어로 

쓰인 간판이 있고, 그 안에 한중 이중 언어 메뉴도 있다. 

상가안에서는 한국 음악방송과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다. 다 

일상적인 시설이지만 밀집된 한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국 음식,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순한 한국적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쑤저우 코리아타운내의 문화발전 환경도 어려운 편이고 

한국특색이 보여주는 데에도 별 특별한 수단이 없지만 한국이 

당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된 영향력을 덕분에 앞으로 좋은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먼저 쑤저우는 지금 한국의 동대문을 원형으로 “쑤저우의 

동대문”을 건설하고 있다. “쑤저우의 동대문”은 한국제뭄이 묘인 

종합쇼핑몰이다. 이 쇼핑몰은 쑤저우의 제일 번화한 지역중에 

하나인 고소구 평강뉴타운（姑苏区平江新城）의 중심에 위치를 잡고 

연건평 2 만 8000 ㎡31,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로 쑤저우의 첫 

번째 코리아트렌드타운으로 조성된다. 한국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들여와 의류·화장품·식품·전자제품·레저(찜질방, 노래방등)로 구성된 

쇼핑 체인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한국 

브렌드의 영향력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인의 

                                                             
31

 https://www.sohu.com/ “华东地区最大规模韩国城正式落户苏州”2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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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게 편리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지 중국인에게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도 있다. 

또, 코리아타운의 소재지인 쑤저우공업원구는 동시에도 많은 

대학이 진입된다.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군체는 젊은 층인데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한국문화를 홍보할 기회도 생길 거라고 본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모임이 있으면 한식을 먹으러 코리아타운에 

가는데 더 대학생을 목표로 중한문화교류활동을 코리아타운내에 

개최하면 한국문화의 당지 홍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쑤저우시는 1996 년 3 월에 한국 전주시와 

자매도시가 되었다. 두 도시는 다 역사문화 명성인데 공동점이 많다. 

또 쑤저우 정부는 그동안 두 도시간의 민간문화 교류 행사를 주도해 

왔고 올해는 '한·중 문화 교류의 해가 시작된 해로 

쑤저우공업원구정부와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이 중한문화전시회라는 

활동을 주최했다 32 . 이 전시회는 한중주제전, 한중전통공예전, 

한국문화체험존 등 3 개 부문으로 구성됐는데 

전주토기·다기·태극단선 및 전라북도 전통한지공예품·등기구 등을 

집중 전시하고, 한국 경남지 초롱 만들기, 부산테마기념품 수령, 

서울·제주도 등의 풍광 감상, 한국 전통음식 맛보기, 

태권도·전통악기 공연 관람, 한복 입기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있다. 

쑤저우에서 문화 홍보는 어렵지만 한국측과 중국정부는 모두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화 교류의 

                                                             
32

 뉴스출저: sipa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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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도 코리아타운의 문화건설 

경험으로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코리아타운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쑤저우공업원구정부의 이런 

시도는 앞으로 코리아타운의 문화활동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더 

문화발전과 교류하는 데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본다. 

 

소결 

 한국문화발전환경 한국문화활동상황 

베이징  정부의 지지 부족 

 일부 사람의 반한 정서 

 한국화보다 국제화 

 다양하고 많음 

 한국음식점의 중요한 역활 

청도  정부의 적극적 지지 

 긴역사와 이미 용합된 

문화 

 일부 사람의 반한 정서 

 다양하고 많음 

 청도대한상회(문화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단체) 

쑤저우  정부의 적극적 지지 

 중국지방문화에 대한 

자존심 강함 

 한국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자매도시인 전주의 

문화활동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문화작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일단 청도의 문화적 발전추세가 제일 좋다고 보인다. 

코리아타운내에 한국문화 특색도 뚜렷하게 보이고 여러 

문화활동들을 중국사회에 한국문화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베이징 코리아타운의 

문화적 발전은 거설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아직 발전이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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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으로 한식당의 계속 사라짐에 따라 베이징 코리아타운은 

새로운 문화특색을 보유하는 길을 탐색해야 한다. 왕징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의 당지홍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코리아타운의 지속적인 발전에 불리하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은 아직 

한국특색도 다양하고 뚜렷하고 보이지 못하고 문화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협회 같은 존재도 부족하지만 이제 정부가 점점 문화건설과 

한중우정을 전보다 더 중시하기 시작해서 앞으로 다른 코리아타운의 

발전경험을 참고하면 더 좋은 문화적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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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이상은 베이징, 청도와 쑤저우 코리아타운을 대표로 중국 

코리아타운이 최근의 경제적, 사회적과 문화적 발전에 대해 

분석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단 연구결과와 가설을 비교한 한후에 

가설이 성립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경제, 사회와 문화적 방면에 

어느 유형의 도시에서의 코리아타운이 제일 잘 발전하는지를 

밝힌다.  

 

가설과 연구결과 

가설을 보면 일단 각 도시의 사회경재 흐름과 코리아타운의 

역사적 변천을 기초로 베이징 코리아타운이 몰락하고 있고 청도 

코리아타운이 현상을 유지하고 평온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빠른 발전이 보이고 발전모델이 제일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 분석을 보면 문화적 발전이 잘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기로 유명한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국제화, 계속 커진 생활 스트레스와 새로운 인터넷 경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여러 골란에 직면하고 있지만 왕징은 여전히 현지인의 

인상속에 한국문화의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엔 시기상조이다. 청도 코리아타운은 한인거주 역사가 길고 

좋은 기초에다가 청도시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지지와 우대를 

덕분에 최근에도 평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쑤저우 코라이타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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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인데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고 규모도 작지만 최근에 

국가의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하에 

하이테크산업을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쑤저우시도 빠른 성장이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는 코리아타운도 좋은 

경제발전이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 방면에 선두적인 

사구건설과 잘 되어 있는 인프라때문에 사회적 발전도 좋은 추세가 

보인다. 그래서 가설에 예측한 것과 같이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3 지 

중에 발전이 제일 빠르고 국가의 경제발전 흐름에 잘 따라가고 

있어서 제일 지속가능성이 있는 발전모델이 보인다. 

 

3 개 코리아타운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의 비교 

3 개 코리아타운의 경제, 사회와 문화적 발전을 같이 비교했을 

때는 일단 경제쪽으로 보면 3 지에서 한국과의 수출입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 상황이 다 좋은 추세가 보이지만 투자환경의 차이가 

크다. 베이징 한국기업은 새로운 인터넷산업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도는 정부가 외자유치를 적극적 촉진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구조전환의 관건한 시기라서 효과가 어떤지 지켜봐야 한다. 

쑤저우의 투자환경은 3 지중에 제일 좋은데 원인이 2 개가 있다. 첫 

번쩨는 정부의 친상（亲商）서비스가 전국 범위에서도 모범이 될 

만큼 잘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업발전에 

좋은 곳이다. 두 번쩨는 쑤저우 코리아타운이 위치한 

쑤저우공업단지는 하이테크산엄을 위주로 건설된 지역인데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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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들이 모이는 밀도효과덕분에 각 기업들간의 정보공유가 잘 되고 

양성경쟁하는 국면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첨도기술산업은 요새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인데 많은 정책우대를 즐길 

수 있고 경제발전의 흐름에 잘 따라하기 때문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경제발전이 제일 좋은 추세가 보인다. 

사회 쪽으로 보면 기구적지지, 갑정적 지지와 사회적 교제 

3 방면으로 나누어 있는데 일단 베이징의 기구적 지지는 

한국개인경제의 위축과 한국인의 왕징지역에 철수로 인해 전보다 

약해지고 감정적 지지를 얻기 힘들고 생활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발전에 문제가 많이 보인다. 베이징의 사회적 교제를 보면 

성숙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여러 가지 한인협회들이 

한국인의 중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은 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사회 계층분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기업간, 계층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서 상대적 낮은 계층에 있는 중소기업 

투자자, 개인경제영업자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회적 발전 추세는 대기업, 부유계층과 

유학생에게 좋지만 중소기업과 개인경제 영업자, 심지어 “한무”라는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이다. 그 다음에 청도 

코리아타운은 역사가 길고 경험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구적 

지지가 완비하다. 감정적 지지 측면에서 청도한인은 대부분 온 

가족과 청도에 청착해서 감정적 지지를 얻기 편하고 생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감정적 지지도 잘 되어 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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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측면을 보면 청도에서 한국인의 경제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등을 담당하는 수 많은 한인 협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제일 활발한 사회적 교제가 보인다. 쑤저우의 경우에는 

일단 기구적 지지를 보면 구성원이 대부분 수입이 높은 

기업고위인원이기때문에 한인집중거주지역은 고급아파트단지에 있다. 

이런 고급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가 잘 될뿐만 아니라 주변에 

국제학교, 골프장, 수입마트등 시설이 잘 되어서 인프라 시설이 

3 지중에 제일 좋다. 또 감정적 지지 측면에는 한국인 주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족, 이웃과 친구를 

비롯한 여러 감정적 지지를 얻을 원천이 있다. 사회적 교제 측면에 

베이징과 청도와 달리 한인협회가 잘 작동하지 못하지만 

산업단지에서 같은 산업의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편리하다.  

문화쪽으로는 문화발전환경과 문화활동상황으로 나누어 있는데 

문화환경을 보면 청도와 쑤저우는 정부의 주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좋은 발전환경이 있는 반면 베이징은 정부의 지지가 

부족하고 다른 지역보다 강한 배외정서와 국제화추세 때문에 

문화발전이 힘든 지경이다. 한국문화활동의 상황을 보면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 내에 한국음식점을 덕분에 현지 중국사람들이 

여전히 코리아타운의 한국특색이 강하다. 청도는 제일 다양한 

형식의 문화활동과 청도대한상회의 지속적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 발전이 좋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한국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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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뚜렷하지 않은데 문화적 발전보다 생활의 편리성과 경제적 

발전은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중점이다.  

 

도시 유형에 따른 코리아타운의 발전  

본 논문중에 연구 대상인 코리아타운을 선택할 때 코리아타운이 

속한 도시의 특성을 같이 고려하고 어떤 유형의 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잘 발전하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3 개 코리아타운 중에서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이 제일 빠르고 지속가능성이 있다. 쑤저우는 경제발전이 

빠르고 특히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하기로 중국의 주요도시중에 자리 

잡았는데 외자유치 정책과 좋은 기업관리와 서비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투자할 때의 좋은 목적지다. 쑤저우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키는 각도로 봤을 때 하이테크 영역의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쑤저우시와 기업들은 윈윈의 국면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쑤저우 코리아타운의 발전은 문화측면에 조금 

부족하는데 문화교류를 기회로 보고 더 많은 민간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 코리아타운을 발전 시키는 때에 도움이 된다. 

청도는 여행도시인데 요즘 한국사람들이 청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한국과 지리적인 가까움, 기후의 유사성과 여유로운 

생활이다. 2008 년전에 청도는 한국 중소 제조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지인데 2008 년후에 중국의 노동력비용 상승과 환경오염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이 대규모 철수하기 시작했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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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구조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기술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도태하고 있는 환경에서 청도도 외자유치의 목표를 예전의 장난감과 

복장등 제조업에서 전자를 비롯한 하이테크산업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청도 코리아타운을 발전 시키려면 사회적발전과 문화적 

발전보다 경제방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베이징은 수도인데 상대적 더 개방하고 국제화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더 많은 외국인을 이끌어간다. 

국제화대도시의 대표인 베이징에서의 코리아타운의 발전상황은 

오히려 낙관하지 않다. 계속 커진 생활 스트레스와 엄격한 계층분화 

때문에 베이징은 중소기업과 개인경제경영자가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도시에서 교육자원이 퐁부하기 

때문에 유학하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인터넷산업의 

중점인 베이징에서 코리아타운을 발전시키려면 한국 대형 

인터넷가업의 입주가 도움이 될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쑤저우를 비롯한 경제발전이 빠른 도시에 

코리아타운도 상대적 잘 발전하고, 청도를 비롯한 경제발전이 

상대적 낙후하지만 여유로운 여행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의 발전도 

느린 편이지만 평온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베이징을 비롯한 

국제화대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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