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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

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 변인에 대해 살펴보

았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차별양상을 분석하고 정

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을 줄이

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포용성 이민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중국

인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

사를 진행하였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지각된

차별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 수준

은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대처양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넷

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지각된 차별감이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며, 대처양식이 중재된 상황에서 지각된 차

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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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

감이 어느 수준인지 실증적으로 밝히고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

감을 살펴봄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우울감 외의 지표를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어 : 한국 거주 중국인,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대처양식, 이민

정책

학 번 : 20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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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거주 중국인은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오늘날까지 30년을 걸

쳐 꾸준히 한국으로 입국 및 정착해 왔으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

리 잡았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중국인

의 수는 835,06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966,276명 중 42.5%를 차지하

며,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는 622,587명으로 외국 국적 동포 중 80.2%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ž외국인정책본부, 2022).

이주민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거주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과

같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동한다(최강화ž오병

섭, 2020). 한국 거주 중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글로벌시대에 더 나은 조

건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스스로 영주나 국적 취득을 통해 꾸준

히 정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중 가장 사회 통합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남기범

외, 2021).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시선은 ‘저임금 근로자’, ‘세금 빼앗는 이주

노동자’,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인’, ‘가난해서 힘들고 더러운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격리되

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더욱 확산ž재생산되었

는데, “황해”, “범죄도시” 등과 같이 영화나 뉴스, 언론에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사건과 연관된 범죄자 혹은 강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범죄자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왔다(김지혜, 2018;

송원찬, 2017; 신정아ž한희정, 2016; 김남석, 2014; 오경희, 2014). 여기서

특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심각한 부

정적 편협과 사고를 지니고 있다(나하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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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도된 코로나 19

는 한국 내외에서 ‘우한 폐렴’이라 불리며 중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xenopho-bia)에 가까운 반중 정서를 형성하였고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

한 차별과 혐오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김경학, 2020; 김수경, 2020). 한번

형성된 부정적 관념과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더욱 팽배해진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해 낙인찍기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원의 인식 문제로 제기되어 사회ž경제적 포

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는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

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코로나 19 충격 또한 심

각했다.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 30대 중 71.9%가 실직이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헤럴드경제, 202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절

반 이상이 폐업을 고민하였다(B tv 서울뉴스, 2021). 그러나 팬데믹

(pandemic)의 영향은 이주민을 포함한 취약 집단에 더욱 심각하고 치명

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3D(difficult, dirty, dangerous)’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과 감염 확률이 높은 열악한 노동환경

및 인구밀도가 높은 거주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김경학, 2020; 손인서,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

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다층적인 어려움으로 전환되어 사

회 부적응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 거주 중국인과 한국 주

류집단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게 되며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

고, 정신적ž신체적 건강이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은 행정과 정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거주 중국인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ž문화ž교육 등 여러 방면

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와 차별행위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혐오

와 차별을 넘어 공감과 연대로 나가야 한다. 정책의 규범 논리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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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여 차별적 권력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당위성을 확보한

사회의 규범적 가치와 공유하는 이념 및 철학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이

민’을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정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이라 뜻한다면, 이민정

책의 개념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출국가 또는

유입국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 선택하는 행정 과정의 수단과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태환, 2015).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 및 농어촌지역의 결혼을 위하여 이주민을 수용하였

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 이주민의 삶의 질, 특별히 정신건강에 관한 관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발래ž요영섭,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차별양상을 분석하고 정

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차별을 줄이고 정

서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논의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차별과 배제는 이주민에게 불안, 스트레스, 걱정, 정체성의 혼란 등을

초래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나란볼락ž유금란, 2021; 정

은지, 2018; 신예진, 2017; 손인서·김승섭, 2015; Schmitt et al., 2014;

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Berry et al., 1987), 특히 차별

경험이나 차별지각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서은교, 2011;

전지혜, 2010; 안준희ž김승용, 2009; 원영희, 2005; Berry et al., 1987). 한

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 관계에서 한국 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지각된 차별감이 극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로 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및 고통을 가져오며 우울감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였다(최영미ž송영호, 2018; 손인서ž김승섭, 2015; 홍청슈,

2013; 진민진 외, 2011; 채향화, 2011; 경수영 외, 2010; 서한나, 2009). 그

러나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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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조사는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차별 경험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질적연구로 이루어졌다(장이

츠 외, 2021; 손인서, 2020; 박미숙ž손영화, 2018).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한국 거주 중국인 중 이주노동자는 114,267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주민은 59,946명으로 그다음을 차지하며, 유학생은

50,884명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이주노동자, 결혼이

주민과 유학생을 모두 포함한 한국 거주 중국인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이므로 스트

레스 관련 이론들을 적용하여 바라볼 수 있다(진민진 외, 2011; 전지혜,

2010). 본문에서는 우선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스트레스 대

처이론(Stress-Copying Theory)을 적용하여 바라보았다. 스트레스 대처

이론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처양식을 취하면

스트레스 정도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스트레스와 대

처방식이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을 50%나 설명하고 있으며(Aldwin et

al., 1994) 지각된 차별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대응능력에 따라 그 영향력

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tud, 2004). 차별 상황을 직면하고 맞

서서 대처하는 문제중심 대처와 회피, 억제, 감정 및 정서 조절과 같은

정서중심 대처는 차별과 우울감의 정적 관계를 조절한다(Folkman &

Lazarus, 198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사회ž경제 활

동 같은 외부적 보호원은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이다(최영미ž송영호,

2018).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타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평가

적 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박지원, 1985). 구체적으로 존경과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개인의 문제에 대처하

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일을 대신 해 주

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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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지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 등을 망

라한다.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

충시켜주며, 자아존중감, 대인의존행동특성, 통제신념, 우울 등 심리적ž신

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다(이아라ž이혜경, 2020;

진민진 외, 2011; 전지혜,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로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내면의 취약성을 자극하여 우울감

을 가중한다는 것인데, 같은 스트레스 상황일지라도 사람마다 겪는 우울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취약성 요인으로는 자동적 사고,

완벽주의, 귀인양식, 성격유형, 자아존중감 등이 포함되며(김나연, 2012;

전지혜, 2010; 공수자ž이은희, 2006)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거론됐다(김나연, 2012; 전지혜, 2010). 자아

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Rosenberg, 1965). 낮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으로부터 배제되었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되므로 더욱 쉽게 우울감에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탐색하며,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 변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포용성 향상을

위한 이민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지각된 차별감을 독립변수로,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대처양

식(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지지(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자아존중감

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 및 이주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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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한국 거주 중국인의 이주 배경

한국 거주 중국인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정상화 이후 본

격적으로 유입되었다. 1982년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친척 방문

을 허용하여 조선족1)들이 ‘고국방문’의 명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지만

그 수는 매년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증하

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조선족’은 19세기 말부터 한반도에서 만주지역으

로 건너가 1949년 신중국이 성립 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호칭이 부정

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어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영술,

2019).

이주 초기 한국의 고령화와 단순 노동력 부족, 중국의 탈농화와 노동

이주 현상이 맞물려 그들만의 독특한 출입국 유형과 체류 상황을 만들었

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중요한 요인으로 첫째, 한국 노동시장

의 저임금 노동력 수요와 중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한국의 임금 수

준이다. 그들은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한국에만 가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십 배나 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품고 ‘코리

안 드림’을 꿈꿨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조선족의 지위 상승 열

망과 중국 내 중앙 진출의 기회 제약이 있었다. 개혁개방은 ‘일부가 먼저

잘 살고 일부가 나머지를 잘 살게끔 이끈다(선부론)’를 모토로 하여 연길

을 비롯한 조선족자치주를 고도발전에 소외시켰기에 지역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부족하였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족에 대해 방치하였으며

1)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이주의 역사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닌 편견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중국동포’나 ‘한국계 중국인’ 대신에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우명숙ž이나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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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성장 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었다. 셋째, 한국인과 공통 조상을

가진 한민족계 후손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가 가능하였다(박광성, 2006).

중국에서 조선족은 한국어를 조선어문이라 일컬으며 교육과정에 적용하

였고 중국의 유일한 소수민족 중 조선족을 대표하는 민족대학을 설립하

여 고유한 언어를 유지하였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거의 없었던 조선족

들은 ‘코리아 드림’을 실현해 나갔으며 부단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였

다.

조선족은 초기에 6개월 여행비자 또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해 산

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노동 비자 발급이 여의찮은 상황에도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기간 만료 후에는 불법체

류자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초반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사증을 발

급 받아야만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는데, 위장 결혼이나 밀입국과 같

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초기에 입국한 중국인들은 주로 구로구 가리봉동, 안산 단원구 원곡동

등에 거주하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집단을 형성하였다(서정경, 2014).

남성들은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여성은 식당, 가사도우미와

같은 서비스직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되면서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면서

도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자유권마저도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 고용주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높은 강도의 노동과 야근

에 시달리며 강요, 폭언, 폭행, 모욕 등과 같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협박 등으로 신고

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최홍엽, 2008).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한국 사회에는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ž불법 고용 알선 브

로커ž폭력 단체 등이 나타나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불법 송출 회사

나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를 찾은 조선족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사기 피

해사건이 급증하게 되자 조선족 사회는 불안해졌으며 한국과의 정상적인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로의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었다(임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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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취업이 확대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99년

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는 2001년 11월의 헌법불합치(99헌마494) 결정 이후이

다(이정은, 2018). 그 이후 2002년에 시행된 취업관리제(특례고용허가제),

2004년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와 2007년의 방문취업제(외국인고용법시행령 제19조)는 중국인이 한국

사회 유입 빈도를 더욱 증가시켰고 건설 노동과 하층 서비스 노동으로부

터 취업 분야를 확장시켰다. 특히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었던 다수의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

될 수 있었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내 중소기업,

공장, 식당, 가정 등 사회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그리고 2008년 신설된

재외동포비자(F-4)를 통해 한국에서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

하게 되었다(서정경, 2014).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대해서 출입

국과 체류 및 취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

래,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다. 이들의 최초 체류 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유효 기간 없이 3년 단위로 갱신할 경우 장기체류가 가능해

졌다. 2012년에는 재외동포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자녀의 동반 체류도 가

능해졌다. 이는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 국적의 한족 배우자와 자녀도 체

류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내에서 교육을 받는 등 가족 단위의 장기체류

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도 유입된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 부모 세대와

달리 언어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새로운 환경과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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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체류 자격별 법적 지위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20.06.30. 기준).

이처럼 1990년대 조선족은 밀입국, 불법체류, 강제 추방, 사기사건 피

해 등등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당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 2000년 전후로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 수가 전체 외국인 중에서 대

다수를 차지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중국인

중 조선족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먼저 조선족이 한

국으로 유입되면 이들의 기원지인 중국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

룽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족들이 조선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였

다. 또한, 양국 간 유학, 개인사업 및 기업활동의 확산 등 교류가 잦아지

면서 한족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도 증가하게 되었다(이영민 외, 2014).

이와 같은 이동성이 확장되면서, 2010년부터는 1990년 전후로 출생한

조선족 3세대가 3D 업종을 종사하고 있는 조선족 2세대, 즉 부모 세대와

는 다른 모습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예동근, 2018). 가난을 극복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부모 세대와는 달리 부모의 기대와 지원 속에

서 비교적 부유한 성장기를 보내고 부모의 초청이나 유학, 취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김지혜, 2020). 2013년에 이르러서는 방문취업, 국

구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체류

기간

ž 최초 체류 기간은 3년 범위 내

ž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

은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체류 가능

ž 외국인 취업 교육을 받을 의무

가 있음.

ž 최초 체류 기간 최장 5년

ž 유효 기간 없고 3년 단위로 갱

신 시 장기체류 가능

ž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는 체

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허가

를 받아야 함.

취업

활동

ž 단순 노무 분야 38개 업종만 허

용됨(작물재배업, 축산업, 일반 음

식점업 등).

ž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이 가

능하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

이 가능함.

ž 활동 제외의 경우를 둠(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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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득, 유학, 재외동포, 영주, 방문동거, 결혼이민 등으로 체류자격이

다양화되었으며, 불법체류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재외동포 자격과 영주

자격으로 전환되는 비율 또한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정부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Global Korea

Scholarship’, ‘Study Korea 2020 Project’, ‘유학생 유치ž관리역량 인증제’

등 정책을 도입하여 전략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확

정하였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창업ž취업 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확

대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한편, 캠퍼스 국제화 정책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한류’라는 대중문화 확산, 지리적 인접성의 원인으로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수준의 향상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한국의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인 학생으로 파악되었다(최윤철, 2015)

2019년 9월 2일부터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할

경우(사전평가 81점 이상 득점자 포함)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재외

동포(F-4)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2021년 8월부터는 다른 이민자와 비교해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

한 한국내 거주 동포들을 위해 사회통합 3, 4단계 통합형 프로그램을 시

범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방문취업(H-2)체류 자격 중

국인 동포를 재외동포(F-4)체류 자격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그들의 체류 안정을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정책 목표의 부재로 인해 이

들에 대한 ‘동포’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더욱 불명확해지고 있

다(남기범 외, 2021).

한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거주 중국인을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여러 차례 정책 발전을 이루어 나갔다. 재외동포법의 제정

과 방문취업제도 시행까지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인의 유입과 다문화사회

형성에 대응하여 그동안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하였다(나하늘, 2021). 그

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4대 보험 가입과 사회보장, 임금 차별 등의 문제는 지속되었고

특히 코로나 19 이후 중국인에 대한 편협한 인식과 차별은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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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한국 거주 중국인은 한반도와 동일

한 언어를 사용하며 한국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 전통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

와 한국 선주민들의 배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 2 절 한국 거주 중국인의 특성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중국인의 수는

835,06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1,966,276명 중 42.5%를 차지하며,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는 622,587명으로 외국 국적 동포 중 80.2%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ž외국인정책본부, 2022).

우선 연령을 중심으로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한국 거주 중국인 가운데 30대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1.8%에 이

르며 그중 50대가 204,098명으로 전체 한국 거주 중국인 중 22.8%로 제

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법무부 출입국ž외국인정책본부, 2021).

한국 거주 중국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체류자격별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남성은 425,664명으로 51% 차지하고 여

성은 409,402명으로 49%를 차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체류 유형별로 보았을 때 2022년 3월 기준으로 재외동포(F-4)가

354,21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영주(F-5) 112,992명, 방문취업

(H-2) 101,449명, 결혼이민(F-6) 59,946명, 유학(D-2) 50,884명 순으로 많

았다(법무부 출입국ž외국인정책본부, 2022).

한국 거주 중국인은 노동시장 내 다수를 차지한다. 그들은 고용허가제

를 통해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보다 업종 및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고, 대부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수요가 높다(박미화, 2021).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확한 수치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표 2-2]와 같이 2010년까

지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건설업과



- 12 -

가구 내 고용이 많았다(이정은, 2012).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

인은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직이나 식당 홀 서빙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경우 건설현장 및 택배 상하차 등의 노동현장,

여자의 경우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나하

늘, 2021). 그러나 다양한 체류유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

사, 연구원 등 스펙트럼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표 2-2]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젠더별 노동 형태

여성 이주노동자 남성 이주노동자

노동 분야
(입주)가사도우미, 간병인,

식당 종업원, 모텔 청소
건설업, 농어업

노동의

특성
돌봄노동, 감정노동

산재의 위험이 높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

다빈도

질환

정신신체질환(불안장애,

수면장애,

소화장애),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산재로 인한

외상과 후유증(골절, 절단)

젠더적

의미

초국가적 모성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고통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다하는

가부장 역할의 좌절

*출처: 박영수. (2012).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질병 경험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

양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한국 거주 중국인의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고용에 따라 정착

하고 있는데, 현재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 등 중심으로 상업가로가 형

성되었으며 광진구 자양동, 신림동, 구리시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박재영 외, 2017). 한편, 한족과 조선족의 집거 지역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림동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

한 지역들은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

고 고향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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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 인식되기도 한다(이영아, 2021).

정리해 보면 한국 거주 중국인은 평균적으로 중장년층이며 남녀가 비

슷한 성비로 중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한족보다는 조선족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비정규-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대부

분 조선족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유지한 덕에 한국에서 직업을 구하고

생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차별에 대한 선행연구

1. 차별의 개념

차별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동서고금 역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조선의 기록으로부터 보면 유럽계 백인을 양귀(洋鬼)라 부르고 아프리카

계 흑인을 해귀(海鬼)라고 부르며 아예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두려워

했다. 인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를 형성하여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나

누며(Allport et al., 1954) 사람들은 같은 집단에 속하면 동질성을 느끼

고, 다른 집단에 속하면 차이점을 강하게 느낀다. 이와 같은 범주화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고정관념-편견-차별 모형에 따라 고정관념이 생기고

차별을 유발한다.

차별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

제·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권선

진, 2008) 이는 대체로 많은 사람에게 공통되고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띤 특징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다. 그 특징에는 언어, 성(性),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 인종, 민족적 출신 배경과 소속, 성적 성향, 장애, 연령 따

위가 속한다(허영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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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

(Tilly, 1998). 이러한 차별이 지속할수록 개인과 그들이 속한 집단은 교

육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 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최영미·송영호，2018). 한국 거

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은 이들의 개인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 제도적,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손익

서, 2020). 이러한 ‘국가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면 개인에게 박

탈 경험을 가져와 불안, 경시, 물질적 손실을 동반하여 정신적·신체적으

로 부정적 영향을 주며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불안정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는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에 두곤 하였다. 사

람들은 전쟁과 대량학살의 본질적인 원인이 편견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게 되면서(허영식, 2015) 차별에 대해, 즉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하고 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법적ž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기 시작했다(고민석ž김동주,

2013). 차별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법인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

약,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ILO 협약 97호 및 제111호는 모든 사람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변성권, 2017). 그러나 한국보다 다문

화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북미,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도 현재까

지 차별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오

연주ž이창기, 2019, 재인용). 예컨대, 근대 국민국가를 일찍 형성한 유럽

국가들은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문화충돌을 경험하였으며 인종적ž종교적

갈등과 편견을 넘어 테러와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박재영 외,

2017).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이름을 가진 미국

인들이 에어비앤비 호스트로부터 숙박을 더 거부당하고,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더 길고, 더 많이 취소당한다고 보고하였다(조인

숙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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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내에 인종, 국적, 종교,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적 배경, 집단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 없

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

다. 또한, 한 사회 내에 외국인과 내국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도 있다.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함

께 생활하는 경우를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최윤

철, 2015). 한국 사회가 단일문화 사회로부터 다문화사회로 옮겨 가면서

차별 현상은 제도, 문화, 의식과 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

다. 한국은 오랫동안 혈통적 순수성에 유지해온 단일민족, 단일 국민국가

로 많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그 속에

서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등은 우리의 일상생

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학교, 병원, 기업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차별은 계급과 성별에 함께 결합하여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최영미ž송영호，2018).

한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2007년 유엔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단일민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고 공식적으

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고(허영식, 2015) 2018년에는 한국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원주민

의 공존 및 공생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론

적 기초로서 동화주의를 비롯하여 다문화주의 등의 논쟁을 전개하였고,

실제로 현실의 법체계 속에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대응에만 치

우쳐서 개별 법률은 물론 관련 법체계 전체에서 정합성 등의 문제가 발

생하였다(최윤철 외, 2015).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도록 요구

되고 있지만(박미숙ž손영화, 2018) 이주민에 대한 차별문제는 여전히 난

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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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의 확산은 인종혐오, 집단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를 촉진했

으며(김수경, 2020)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차

가운 대우와 시선이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다(김경학·Md Golam

Rabbani, 2020).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

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실태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 내

이주민의 70%가 한국 내 인종차별을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고, 차별 경험의 형태로는 언어적 비하가 56.1%,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

어보는 것이 46.9%,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

43.1%, 일터에서 승진, 작업, 배치, 임금, 보너스 등에 관한 불이익을 받

은 것이 37.4%, 사람들이 내 존재를 없는 취급한 것이 34.9%, 채용을 거

부하는 것이 28.9% 등으로 일상적인 삶에서의 직ž간접적인 차별이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사유로는 한국어 능력 62.3%가 가장 많이 차

지했고, 한국인이 아니어서가 59.7%, 출신 국가 56.8%로 뒤를 이었다.

현대 사회의 차별은 과거처럼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모호하고 흐릿한 방식으로 진화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고 분별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었다(Sue, 2007).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사

라졌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차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을 거치지 않고 차별수준

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조민지ž임업, 2017). 따라서 연구자들은

인지된 차별수준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차별의 행위가 실제로 존재

하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해당 상황을 차별이라고 인지하였

는지에 초점을 두었다(신은경 외, 2015). 즉 차별이 단순히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존

재하지 않더라도 차별을 받은 대상자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전지혜, 2009). 지각된 차별감은 사회심리학

용어로써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낮은 지위 때문에 자신이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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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Mirage, 1994). 똑같은 상황에서 개

개인의 반응에 따라 어떤 이들은 차별로 지각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차

별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코로나 19와 중국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 각

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

1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사회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를 선포하였고 2월 28일, 코로나 19에 대한 세계 위험도를 ‘높

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다. 감기처럼 쉽게 비말로 전염되고 특히 고

령층을 대상으로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 19를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

서는 봉쇄적 조치와 격리 및 각종 전략과 규제를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 우선

2년 넘게 경과된 2022년 3월 24일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진 상황을 살펴

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억 7,6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잠정 치사

율이 약 1.9%이다. 이는 전 세계인구의 6%가 확진되었다는 것을 반영하

며 16.7명 중 한 명이 확진된 셈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0,427,247명, 누적 사망자는 13,432명에 이른다. 이처럼 코로나 19는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전염병은 기폭제가 되어 정치ž경제ž사회ž문화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장려은, 2021).

중국은 코로나 19가 최초 발원한 국가라는 점에서 반중 정서가 단지 한

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1월 31일, 뉴욕

타임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도 함께 퍼지고 있다

(As Coronavirus Spreads, So Does Anti-Chinese Sentiment)’고 보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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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독일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은 ‘코로나 바이러스-중국산(Corona

Virus-Made in China)’라는 표제 아래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김수경,

2020).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는 자국 중심주의가 나타나고, 더 나

아가 특정 국가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에 거

주하는 아시아인들 모두 인종차별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그중에

서도 중국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Ha

et al.,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미디어가 다루는 내용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핵심적인 주제이며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

가 많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

되었으며 실증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전종우 외, 2021). 2021년 6

월 30일,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인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중

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세계 17개국 중 15개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국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

라는 일본 88%, 호주 78%, 한국 77%, 미국 76%, 유럽 62% 순으로 기

록되었고 전 세계 평균 69%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나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코로나 19

이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된 가운데, 미국에서 학

업을 수행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편견, 멀리함, 괴롭

힘 등으로 낙인찍혔으며(Ma & Zhan, 2022)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Zhao, & Zhu, 2021).

코로나 19 발생하기 이전 한국 거주 중국인은 대부분 한국에서 공장,

식당, 일용직, 간병 업무 등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송원찬,

2018) ‘저임금 근로자’, ‘세금 빼앗는 이주노동자’, ‘가난해서 힘들고 더러

운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불편한 존재로 격리되어 왔다. 또한, 20대인

8명에게 24개 집단(22개 국가, 조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식 조사

한 결과, 조선족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며 잠재적 범죄 가해자로 인식

되었다(김희정, 2017). 이처럼 중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계층적으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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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시민주의에 기반한 지역시민권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예동근, 2009). 그중에서도 중국 이주노동자를 대

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이주노동

자는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과중한 노동강도,

고용 불안정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직업군에 종사하는데(손인서, 2020),

그동안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적인 연구를 살펴보

면 한국 거주 중국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차별로는 첫째, 노동시장

에서 기회의 균등보다는 임금 차별, 승진차별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으

며(박미숙ž손영화, 2018; 변성권, 2017; 이정은, 2017) 둘째, 제대로 된 근

로환경,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박미숙·손영화, 2018; 변성권,

2017; 이정은, 2017) 셋째, 사업주는 물론 상사, 동료한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요, 폭언, 폭행 등 차별과 편견이 가해지고 있으며(손인서,

2020; 박미숙·손영화, 2018; 변성권, 2017; 이정은, 2017) 넷째, 이들을 위

한 안전교육은 물론 정보제공이 부재하여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방어하

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박미숙·손영화,

2018; 변성권, 2017) 다섯째,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

를 지원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이다(박미숙·손영화, 2018).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민

의 불안정한 지위를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

동조건의 일자리에서 착취적인 노동을 수용하리라는 사회적 편견이 형성

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코로나 19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지닌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되었다. 앞

서 언급한 노동시장에서의 한국 거주 중국인이 처한 상황과 매체로부터

살인, 강간 등 범죄자의 모습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코로나 19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했다. 초기 방역정책은 중국인을 공적 마스크 판매체

계에서 배제하였고, 이들이 실직하여 생계에 극심한 곤란을 겪었지만 대

체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있어서 ‘합

리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중국인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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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배제된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배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식당은 ‘중국인 출입금지’, SNS에서는 ‘조선족

도우미 그만’을 주장했고 택시 승차 거부, 배달 추가 수당 등 사례가 다

수 발견되었다.

한국 거주 중국인이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지 약 30년 동안 한국 노동

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으며 상당수의 한국 거주 중국인은 정착을 목

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손인서, 2020). 그러나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은 ‘혐오, 공

포, 배제, 낙인, 분리’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코로나 19로 인해 차가운 대

우와 시선은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김경학, 2020). 전염병

의 확산은 일부 소수집단의 낙인화를 야기한다. 특히 비말에 의한 호흡

기의 감염으로 다른 전염병들보다 쉽게 전염되는 유행성 전염병은 질병

발원지 사람들에 대한 낙인화, 타자화의 혐오 문제가 쉽게 나타난다(장

려은,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들이 실제로 차별감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지각하는 차별감은 어

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3.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5년 동안 차별 경험과 건강에 관한 연구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

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한 성장을 이루어냈다(손인서, 2020). 해

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각된 차별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다수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타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인종차별 문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중 1986년부터

2007년 사이에 행해진 134개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Pascoe와 Richman

의 연구(2009)를 살펴본 결과 차별감의 증가는 대부분의 경우 신체건강

과 정신건강 모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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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 그중 정신건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차별감은 사회적 지지

의 낮은 인식과 우울 증상, 낮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 있는데

(Prelow et al., 2006) 중국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주청소년의 차별감이 두드러진 것을 증명하면

서 지각된 차별감이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라 주장하고 있

다(Liu & Zhao, 2016). 여기서 정신건강(Mental Health)이란 ‘개인이 자

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고, 생산적

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한 상태’를 말한

다(WHO, 2004).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감으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집단 간 분

열의 증후이자 증진 요인이 된다(박지선ž천지은, 2017). 특히 긍정적인

지표(자존감이나 삶의 만족도)보다는 부정적 지표(우울, 불안, 스트레스)

가 차별에 대해서 더욱 큰 효과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지표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민예슬, 2017).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이주민에게 불안, 스트레스, 걱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예진, 2017; 손인서·김승섭, 2015; Schmitt et

al., 2014; 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특히 우울감을 증가시

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서은교, 2011; 박세은, 2011; 안준희ž

김승용, 2009; 원영희, 2005).

우울(Depression)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감정으로, 개

인의 감정이 가라앉고 비관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며, 부정적인 정

서의 상태와 같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뿐만 아니라 병적인 상태인 절망

감, 세상에 대한 흥미 상실, 삶의 종말, 시간의 무의미, 슬픔 뒤에 슬픔이

따르는 연속적인 불쾌한 감정 등을 의미한다. 우울 증상은 커다란 좌절

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인 주요한 생활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사소한 생활 스트

레스인 미세한 생활 사건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생겨날 수도 있다(서영

진, 2014; 권석만, 2003; Kessler, 1997).

우울은 “정신질환에 있어 신체 질환의 감기처럼 매우 흔한(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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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cold of mental illness)” 감정으로 이해되지만(Beach et al.,

1990) 우울(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은 식욕 저하,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활

력 상실, 사회적 관계의 저하, 판단력 저하, 사고력 및 집중력 감소, 불안

과 긴장 유도,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하는데 심각

과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는 정상적 상태의 일시적인 기분전환으로부터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 상태로 이어져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징을 가진다(Battle, 1987). 즉, 우울한 기분을 느

끼는 보편적인 단계에서 임상적 수준의 만성적 우울증 증세로 넘어가는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울한 사람일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대인

관계가 악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 기반을 상실

하게 된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자기패배적 감정을 인식하

며 또한 이를 수정할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점차 만성화

된다(Coyne, 1976). 임상적 수준의 우울장애를 겪은 사람들은 우울 증상

이 약화되어도 일생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

하는 경향이 남아있고, 역기능적 태도나 우울 생성적 귀인양식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우울 증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후 치료로 인해

증상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지적 오류가 남아있어 이들이 사

회에서 적응하는 것을 방해한다(서영진, 2014).

우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은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의 용어로 사용되어 임상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 병리적인 관점

에서 이해하는 것과 개인적인 정신병리로부터 벗어나 생활환경에서 나타

나는 일상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 증상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나

눈다(김수진, 2019). 의학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지만, 대다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대체로 우울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울 기분인 우울감으

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감이 사회환경 및 개인 활동의 영향

을 받는다고 제시함으로써 우울감에 미치는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

다(김수진, 2019; 전지혜, 2010; 유양숙, 2001). 내외적 요인의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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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는 수준이 다름을

보여주며 이러한 내외적 요인에 따라 우울감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울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

가’ 혹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감을 유발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Wei et al.,

2008)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다(Pieterse & Carter, 2007; Sanders-

Thompson , 2002; Taylor & Turner, 2002; Crocker & Major, 1989). 이

는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상관관계에서 다른 조절 변인이 있음을 설

명해 주는데 Corcker & Major(1989)은 차별 경험이 집단차원에서 자기

보호적 전략을 더 사용하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제 4 절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의 적용

1. 스트레스 대처이론

위의 개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학에서 이해하는 우울은 주

로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수준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차별을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

따라 하나의 스트레서(stressor)로 개념화하고 있으며(Cassidy &

O’Connor, 2004) 차별은 삶에서 겪는 중요한 스트레스 중 하나이며 차별

감과 스트레스는 한 영역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스트

레스 관련 이론들을 적용하여 사회로부터 느끼는 차별감을 스트레스로

이해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실제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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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스트레스(stress)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팽팽히 죄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train’으로부터 유래되어 14세기에는 비전문적인 용어로

고난, 곤경, 역경 또는 고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945년에 Grinker

와 Spiegel에 의해 처음으로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되었다(Folkman &

Lazarus, 1984). 이에 Hans Selye(1956)는 스트레스를 ‘정신적ž육체적 균

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자극에 대해 자신이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고 Lazarus(1993)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느끼는 불

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해로운 내외적 자

극에 대한 생체반응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사건은 유기체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을 고조시키며 긴장의 지속은 신체적ž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왕유준 외, 2021, 재인용).

[그림 2-1] 스트레스-질병 관계(Holmes & Rahe, 1967)

1) 대처의 매개효과

차별경험이 야기하는 신체적ž정신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개

인의 대처방식 역시 중요하다. 여러 학자들은 차별경험을 스트레스 대처

이론(Stress-Coping Theory; Lazarus & Folkman, 1984)으로 개념화하

기 시작하였고(Miller & Kaiser, 2001; Harrell, 2000) 차별이 사람들의

신체적ž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제3의 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우울감을 설명하는 스트레스 관련 이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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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대처이론(Stress-Copying Theory)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이론

은 개인이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이 발생하지만

대처하는 대응 방식이 부동함에 따라 심리적 외상에 이르는 정도가 달라

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차별적 행태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차별받는 피해

자는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며 그에 따른 우울감 역시 다르다(신은경

외, 2015).

먼저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모형에 의하면 ‘스

트레스 요인 - 인지적 평가 – 대처전략 - 적응’ 등 과정을 겪으면서 스

트레스에 대처하고 적응한다. 여기서 대처란 결과와 관계없이 스트레스

적 요구를 다스려 나가는 인지적ž행동적 노력이며, 대처자원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이다. 대처

자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속성자원에는 신체적 자원, 심리적 자원, 유능성 등이 포함되며 환경

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 등을 말한다.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에는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며 물질적 자원에는 돈이나 돈으로

구입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되는데, 사회적 자원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을 50%나 설명하고

있어(Aldwin et al., 1994) 지각된 차별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대응능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tud, 2004). 일반적으

로 사회적 스트레스인 차별에 대한 긍정적 대처 행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성공적인 대처 반응을 이끌어 신체적ž정신적 건강을 향상하지

만(Lazarus and Folkman, 1984) 문체 자체를 다루는 문제 중심적 대처

는 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회피적 대처는 신체적

ž정신적 건강에 더욱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과 행동 유형을 의미한

다. 즉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 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 내린다(Lazarus and Folkman, 1984). 대처는 개인적 속성보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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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response)와 정서 중심적 대처

(emotion-focused response)로 구분된다. 전자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

는 문제 자체를 바꾸거나 해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문제와 관련된 심리

적인 고통, 즉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다(Lazarus and Folkman, 1984).

그중 정서 중심적 대처는 문제에 대한 회피와 감정적인 반응 모두를

포함한 범위가 넓은 개념에 속하며 문제회피와 감정회피라는 대처행동이

우울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문제 회

피적인 대처가 우울감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진민

진 외, 2011). 이와 관련하여 Heppner, Cook, Wright와 Johnson(1995)은

대처양식을 3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는데, 기존의 문제 중심적 대처를 사

려형 대처(reflective coping style)로, 정서 중심적 대처를 억제형 대처

(reactive coping style)와 반동형 대처(suppressive coping style)로 세분

화하였다.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사려형 대처는 문제 상황을 대처할

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대처양식

을 의미하고, 억제형 대처는 문제 상황 속에서 회피하려는 대처양식을

의미하며, 반동형 대처는 개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문제해결 활동

을 왜곡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이동

귀 & 박현주, 2009).

선행연구에서 사려형 대처는 문제해결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억

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는 문제해결에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Heppner et al., 1995). 대처(coping)는 개인적 속성보다 상황에 따라 변

화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

극적 해결보다는 회피전략이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 거주 중국인과 같이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고심하며

다양한 차별과 배제에서 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자

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보단 회피전략이 더 적응적이다는 것이다(이지

연,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차별의 상황에서 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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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거주 중

국인의 대처양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

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대처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가설 2-1.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대처양식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대처양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대처양식 중재된 상황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도

또 하나의 중요한 스트레스 완화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즉 가족, 친

구,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낀

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행동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우울감 역

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로 사회적 지

지가 부족하다고 인지하며 이는 우울을 극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Gladstone et al., 2007).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자 Cobb, S.(1976)는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관심, 사랑,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의사

소통이나 상호의무적인 관계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

며, 이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회분해증후군등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Cobb, S., 1976). 사회적 지지는 사회

적 지원으로서 개인의 삶을 지탱하도록 돕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지원,

즉 친밀감, 안정과 애정, 소속감, 돌봄과 보살핌, 정보제공, 물질적 도움



- 28 -

과 지원 등을 통해 자존감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원천에 지역 사회 내에의 단체나 기관, 복지서비스

체계로부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식적 지지와 가족, 친구,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도움이나 원조 등 비공식적 지지로 나누어

정의 내릴 수도 있다(장덕희 외, 2010).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인지한 사

회적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와 실제로 받는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로 구분하기도 한다(Karasek & Theorell, 1990; Barrera,

1986).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친한 친구, 가족, 동료, 교사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

공해줌으로써 우울감을 유발하는 생활 사건을 차단해 줄 수 있다(서영

진, 2014).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위기상황 발생 시 정신적ž신체

적 문제를 해결해주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변수로 알려졌고

(Cobb, 1976)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지는 카타르시스, 자

아통찰, 안심감과 신뢰감, 자신감의 향상 등을 통한 정신적 문제를 완충

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우울을 완화할 수 있다(최미경·이영

희, 2010; Munakata, 1996).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 정의 내리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는 데 있어서 심리사회적 조건으

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지표 또한 다양하다. 사회적 지지를 감정적 지지(상호

신뢰, 의존), 존중적 지지(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 관계적

지지(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의무를

가짐) 등 지표로 측정한 연구(Cobb, S., 1976)가 있는 반면 존중적 지지

(존중, 수용, 정서적으로 지지), 정보 지지(문제해결을 위한 이해와 방법

을 제공), 사회적 지지(여가 또는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하는것), 도구적

지지(재정적 지원, 필요한 서비스 제공)등 지표로 측정한 연구도 있다

(Cohen,S., & Wills, T.A., 1985). 또한,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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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받는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인지된 사회적 지지

(perceived social support)”는 자신이 이용 가능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정서적 지지 등으로 측정하였고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는 사회적 네트워크

로부터 받는 물질적 도움 또는 보살핌 등의 실제적인 지지의 여부나 횟

수로 명시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서영진, 2014). 본문에서는 박지원

(198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

적 지지, 그리고 평가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차별

감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우울

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

제변수로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2.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개인마다 인지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다. 이는 또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에 근

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개인이 지닌 취약성을 자극하여

우울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전지혜, 2010). 즉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직

접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인

지적 요인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정미, 2010). 여

기서 취약성은 유전적 요소,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형

성되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이병도, 2018) 취약성

요인으로는 문제해결, 대처양식, 역기능적 태도, 자동적 사고,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김나연, 2012).

이러한 변인 중 특히 자아존중감(self-esteem)이 주요 변수로 많은 연

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

소로써 자신에 관해서 느끼는 감정, 즉 자신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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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기평가를 뜻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

를 통제한다고 지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중 높은 자

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기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거부

하고 비하하며 우울해지기 쉽다(Rosenberg, 1989).

Lazarus와 Folkman(1984)의 연구와 그 이후 등장한 수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봉선, 2019; 김나연, 2011; 전지혜, 2010; 김현순 외, 2007; 최미례

외, 2003). 즉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

론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아존

중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제공하면 우울을 예방하거나 우울 정도

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순 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자아존중감은 지각된 차별감이

라는 스트레스에 대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를 통제하였다.

제 5 절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이를 정

당화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차별이 새로운 차별을 낳고 그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차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실증적인 연구와 조사는 많지 않다(이

정은, 2018).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으로 축적되었지

만 크게 공동체연구, 해외이동과 정체성 연구, 한국 거주 밀집 지역 연구

로 나누어졌고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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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왕첩사 외,

2019; 리첸첸 외, 2016; 이채식, 2012). 또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관련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및 차별감과 우울, 음주(경수영, 2010)

또는 차별감과 우울,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진민진 외, 2011)가 각각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는 있으나 전체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자아존중감 변인을 고려하면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 그리

고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

다. 특히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민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 따라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연

구함으로써 연구 범주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

째,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심리학

적ž보건학적 학문을 기초로 차별감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연관 지어 연구하였

다. 코로나 19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부는 입국제한조치, 체류 중인 외국

인에 대한 처우, 노동력의 수급의 문제로 이민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

시해 왔다(권채리, 2020).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과

정에서 정부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인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적 정

책과 한국 사회의 차별은 이들이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

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손인서, 2020). 이는 어떠한 정책적

방식이 차별 해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

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연구에서 연구 범위의 확장이 가능하

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 사회에서 차별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

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차별감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심층인터뷰 형식으로 차별경험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로 이루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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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장이츠 외, 2021; 손인서, 2020; 박미숙ž손영화, 2018; 최윤정ž이정은,

2016) 유학생의 문화적응(장려은, 2021; 홍청슈, 2013; 김후조 외, 2011;

경수영, 2010; 김우재, 2005)에 주목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의 구체

적인 삶의 모습에 대한 학문적ž정책적 관심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아직까

지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와 조사는 많지 않으며 차별과 우울

의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연구에 대한 공백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관련 이론의 관점에서 차별감과 우울, 자아존중감

및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

고자 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시키며 차별과

우울의 인과관계에서 기존의 양적 연구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표본의 일반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

면 중국인 유학생에 한정하여 차별과 우울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러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한국 거주 중국인 중 이

주노동자는 114,267명으로 가장 많고 결혼이주민은 59,946명으로 그다음

을 차지하며, 유학생은 50,884명을 차지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불법

이주자 또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경제적 부담이 적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도전이나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주

자들에 비해 환대를 받는다(안영진ž최병두, 2008). 이는 그들이 한국 사

회에서 느끼는 차별과 혐오의 정도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는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이주노동

자,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을 모두 포함한 한국 거주 중국인으로 설정하였

으며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3] 한국 거주 중국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연구방법 연구내용

장이츠, 김민아(2021) (20명)인터뷰 낙인경험, 낙인대처

손인서(2020) (24명)인터뷰 차별경험, 불평등

박미숙, 손영화(2018) (11명)인터뷰 인권차별 경험, 인권보호 대안

이정은(2018) (5명)인터뷰 차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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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2017) 인터뷰 차별실상, 인정투쟁

전지형(2016) (3명)인터뷰 이주노동자 인권



- 34 -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선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

구모형의 독립변수를 지각된 차별감으로, 종속변수를 한국 거주 중국인

의 우울감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

식을 매개변수로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모형

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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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방법으로는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표집대상이 속해 있는 집단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의표집방법(purpose of judgemental sampling)에 해당된다. 유

의표집 및 임의표집방법은 할당표집보다 연구목적을 충족시키는 요소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기 위하

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No.

2202/002-008)을 받았으며 자료수집은 IRB 심사승인통보를 받은 후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10일 동안 온라인 설문을 통

해 시행되었다. 모집 방법으로 주요하게 개인연결망을 이용하여 중국 인

터넷 기반 설문조사 프로그램 wenjuanxing설문지(https://www.wjx.cn/)

를 사용하여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쳇(WeChat)을 통해 배

포하고 회수하였으며, 한국 거주 중국인의 커뮤니티에 대해 문의했다. 또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 대상자들을 추

천받아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의 수를 늘렸다.

연구 참여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

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총 70문항으로 소요 시간은 1회당 약 10-15분

정도이다. 설문문항은 중국어를 우선 기재 후 한국어를 기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을 진행하기 앞서 우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비밀,

익명성 및 연구참여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설문 참여 중 언제든

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고,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삭제를 요청할 시 반드시 그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한 연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정보

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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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내용의 일관성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자 검

수를 진행하였고 불충분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취합한 자

료는 357부이며 불성실한 응답자,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를 제외

한 350(98%)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우선 Windows용 SPSS Statistic 26.0을 사용하여 지각된 차별감, 우

울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타당성 확보는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신뢰계수를 산출하여 척도별 내적정합성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가 본 연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

의 기초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변수들인 지각된 차별감, 우

울감, 자아존중감의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확인하였다. 이후 각 주

요변수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LR)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차별

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대처양식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이 사용되었다. 이후 매개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하여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이주특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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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항, 코로나 19 이후 차별증가 여부 1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지각

된 차별감 7문항, 대처 양식 18문항, 사회적 지지 12문항, 우울감 11문항

등 총 70문항이다. 설문지는 연구참여자를 고려하여 중국어를 우선 기재

후 한국어를 기재하였으며 그 중 중국어 번역판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확인 및 수정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

하기 전 3명의 중국 유학생을 본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예비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지도교수와 상의·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1. 종속변수 우울감의 측정

우울은 Radloff가 개발한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Radloff, 1977) 척도를 한국복지패널에서 번안

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 20문항인 CES-D를 11문항으

로 축약하였는데 기존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측정불변성을 확인하였다

(이경원, 2021). 본 척도의 중국어 번역판은 Jin He(2013)가 CES-D를 중

국어로 번안한 것을 본문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ESD-11의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 간 심리상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

어있다. CESD-11의 세부문항은 ‘식욕 부진’, ‘비교적 잘 지냄(역문항)’,

‘상당히 우울함’,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로움’, ‘불만

없이 생활함(역문항)’,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음’, ‘마음이 슬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음’,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등 총

11문항으로,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미만)’

에서 ‘③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이상)’로 대답할 수 있다. 분석 시

‘비교적 잘 지냄’, ‘불만 없이 생활함’등의 2가지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우

울척도의 각 문항은 1점으로 계산되며 총 CESD 점수 * 20/11으로, 우울

수준의 전체 문항의 점수 범위는 0~60점이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유력 우울

증, 25점 이상이면 확실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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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지각된 차별감의 측정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승종(1996)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

화적응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Discrimination subscale of the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andhu &

Asrabadi, 1994) 중 차별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중국어 번역

판은 경수영(2010)의 연구에서 중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지각

된 차별감 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한

국인들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문항인 '나는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다'를 삭제하여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매우 그렇다’로 대답할 수 있다. 지각

된 차별감의 전체 문항의 점수 범위는 7~35점이며 7개 항목을 합산한 점

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대처양식의 측정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eppner, Cook, Wright와 Johnson(1995)

의 문제중심 대처양식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를 한국어

로 번안한 것(Lee, Heppner, & Park, 2003)을 사용하였다. 중국어 번역

판은 진민진, 배성만, & 현명호(2011) 연구에서 중국어로 번안한 것을

요청하여 사용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①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매우 그렇다’로 로 구성되었는데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인 사려형 대처 7문항,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 6문항,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 5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내 문제에 관한 가능한 각각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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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너무 좌절

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해버린다’, ‘나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등이 있으며 각 하위척도에서 높

은 점수는 특정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사회적 지지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후

이승미(2004)가 축양형으로 제작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중국어판은 한지

은(2007)이 동일한 척도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

며 정서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물질적 지지 2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그들

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

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들은 내가 필요하

다고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고 해도 마련해 준다’, ‘그들은 내가 하고 있

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총 12개 항목으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통제변수 자아존중감의 측정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기 측

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을 차단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로젠버그

(1965)의 자아존중감(Rosenberg Self-Esteem Scales) 척도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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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내에서 Rosenberg의 척도는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중국

어 번역판은 Yeung, K.C.(1998)가 번안한 것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

되었는데 본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

하는 것이다.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5문항

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5문항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

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

은 4점 리커트 척도 ‘①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④매우 그렇다’로 이루어

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

존중감 문항인 3번, 5번, 8번, 9번, 10번은 역산 문항으로 채점된다.

6. 인구사회학적특성 측정

기존 연구를 고려하여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수준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의 특성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민족, 직업, 평균 월 소득 변수가 포

함되며, 한국 생활 적응 및 문화수용과 관련한 변수로는 비자 유형,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종교 등 변수가 포함된다. 성별은 남(1)/여(2)의 더미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남성’을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자연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민족은 더미변수 한족(1), 조선족(2), 기타(3)

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의 경우 중학교 및 이하(1), 고등학교(2), 전문

대(3), 대학교(4), 대학원 및 이상(5)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전

혀 모름(1)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움(5)으로 측정되었고 비자 유형은 방문

취업(1), 유학생(2), 재외동포(3) 등 순으로 측정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자연수로 측정되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1), 기혼(2), 이혼(3), 사별(4)로

측정되었으며 직업 또한 사무 종사자(1), 생산근로직 종사자, 운수 종사

자, 단순노무 종사자(2), 전문가, 기술자(3), 서비스 종사자(4), 판매 종사

자(5), 개인 사업체(6), 기타(7)로 측정되었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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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으로부터 500만원 이상(6)으로 측정되었고 종교의 경우 종교 없음(1),

종교 있음(2)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변수는 “종교 없음”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증가

여부는 매우 비동의(1), 비동의(2), 보통(3), 동의(4), 매우 동의(5)로 측정

되었다.

[표 3-1] 설문구성표

구분 변수 문항수
종속변수 우울감 11
독립변수 지각된 차별감 7
매개변수 대처양식 18

통제변수
사회적 지지 12
자아존중감 10

인구사회학적특성 11

7.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타당성(validity)을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성

(reliability)을 살펴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을 확

인하여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3-1]

과 같이 변수의 자아존중감 문항 중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Cronbach’s

alpha 값 또한 0.7에서 0.9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ronbach’s alpha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울감의

Cronbach’s α 값은 이경원(2021)의 연구에서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 .84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중 지각된 차별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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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Sanhu와 Asrabadi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92

에서 .94 정도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6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대처양식의 Cronbach's α 값은 Heppner et al.(1995) 연구

에서 각각 사려형 대처 .77, 억제형 대처 .76, 반동형 대처 .73으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려형 대처 .78, 억제형 대처 .82, 반동형 대처

.73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의 Cronbach's α는 .847이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α 값은 한지은(2007)의 연구에서 .8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였

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서영

진(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5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840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설문문항
요인

적재량

Cronbach'

s αlpha

우울감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755

.841

비교적 잘 지냈다. .640

상당히 우울했다. .54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624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737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636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923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812

마음이 슬펐다. .7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844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559

지각된

차별감

한국 사회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781

.906

한국인들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820

한국에서는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743

나는 한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896

나는 한국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 .760

나는 중국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731

나는 중국인이라서 불평등하게 대해진다.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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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양식

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확실하지 않다. .650

.847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만큼 오랫동안 내 행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670

과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풀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520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들을 파악함으로써 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696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해버린다. .613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한 각각의 해결책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679

내 문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680

내 문제에 대해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27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된다. .619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아무 관련이
없는 잡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760

미리 생각함으로써 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

.747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 문제를 생각한다. .784

내 결론이 정확한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오해한다.

.626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내 감정을 더 이해한다. .416

나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756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즉, 마음이 산만하다) .659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안 계획이 있다.

.668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한다. .516

사회적

지지

그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585

.949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마련해 준다.

.629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764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815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873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856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853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871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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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865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800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829

자아

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0

.84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74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45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737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74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698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544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247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846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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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1]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민족, 교육수준, 한국어 수

준, 비자 유형, 체류 기간, 결혼 여부, 직업, 평균 월 소득, 종교 유무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대상자는 357명이었으나 이중 한국에 거

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7명을 제외한 350명(98%)의 자

료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350명 중 남성은 136명(38.9%), 여성은 214명(61.1%)으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체 응답자 중 10대 2명(0.6%), 20대 191명(54.6%), 30대 72

명(20.6%), 40대 50명(14.3%), 50대 28명(8.0%), 60대 7명(2.0%)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민족을 살펴보면 한족은 84명(24.0%)으로 나타났고 조선족은 261명

(74.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5명(1.4%) 중 토가족 2명, 만족

3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및 이하” 15명(4.3%), “고등학교” 65명(18.6%),

“전문대” 39명(11.1%), “대학교” 102명(29.1%), “대학원 및 이상” 129명

(36.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 및 이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전혀 모름” 3명(0.9%), “간단한 의사소통” 17명(4.9%),

“보통 수준” 51명(14.6%), “자유로움” 104명(29.7%), “매우 자유로움” 175

명(50.0%)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형은 “방문취업(H-2)” 28명(8.0%), “유학생(D-2)” 111명

(31.7%), “재외동포(F-4)” 160(45.7%), “영주(F-5)” 24명(6.9%),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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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F-6)” 10명(2.9%), “전문인력(E-1~E-7)” 4명(1.1%), 기타 13명(3.7%)

중 “방문동거(F-1)” 1명, “거주(F-2)” 8명, 귀화 3명, “구직(D-10)” 1명으

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 14명(4.0%), “1년 이상 2년 미만” 53명(15.1%),

“2년 이상 3년 미만” 54명(15.4%), “3년 이상 4년 미만” 43명(12.3%), “4

년 이상 5년 미만” 26명(7.4%), “5년 이상 6년 미만” 31명(8.6%), “6년

이상 10년 미만” 54명(15.4%), “10년 이상 15년 미만” 48명(13.7%), “15

년 이상 20년 미만” 15명(4.3%), “20년 이상” 7명(2.0%), 결측값 5명이었

으며 전체 평균 거주기간은 5.45 년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로는 “미혼” 229명(6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혼”

109명(31.1%), “이혼” 10명(2.9%), “사별” 2명(0.6%)으로 구성되었다.

직업 유형으로는 학생이 154명(44.0%)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사

무 종사자” 39명(11.1%), “생산근로직 종사자, 운수 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자” 52명(14.9%), “전문가, 기술자” 19명(5.4%), “서비스 종사자” 26명

(7.4%), “판매 종사자” 7명(2.0%), “개인 사업체” 18명(5.1%), “기타” 35

명(10%)이다. “기타” 중 주부 혹은 무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수입으로 “100만원 미만” 114명(32.6%),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 80명(2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2명(29.1%), “3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3명(9.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명

(2.9%), “500만원 이상” 11명(3.1%)로 나타났다.

종교는 320명(91.4%)이 없는 것으로 답했으며 30명(8.6%)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절대다수 연구참여자의 종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연구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n=350)
특성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 136 38.9
여 214 61.1

연령대
10대 2 0.6

20대 19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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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72 20.6
40대 50 14.3
50대 28 8.0
60대 7 2.0

민족
한족 84 24.0
조선족 261 74.6
기타 5 1.4

교육수준

중학교 및 이하 15 4.3
고등학교 65 18.6
전문대 39 11.1
대학교 102 29.1

대학원 및 이상 129 36.9

한국어 수준

전혀 모름 3 0.9
간단한 의사소통 17 4.9
보통 수준 51 14.6
자유로움 104 29.7

매우 자유로움 175 50.0

비자 유형

방문취업(H-2) 28 8.0
유학생(D-2) 111 31.7
재외동포(F-4) 160 45.7
영주(F-5) 24 6.9

결혼이민(F-6) 10 2.9
전문인력(E-1~E-7) 4 1.1

기타 13 3.7

거주기간

1년 미만 14 4.0
1 ~ 2년 53 15.1
2 ~ 3년 54 15.4
3 ~ 4년 43 12.3
4 ~ 5년 26 7.4
5 ~ 6년 31 8.6
6 ~ 10년 54 15.4
10 ~ 15년 48 13.7
15 ~ 20년 15 4.3
20년 이상 7 2.0

결혼 여부

미혼 229 65.4
기혼 109 31.1
이혼 10 2.9
사별 2 0.6

직업 유형 학생 154 44.0



- 48 -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지각하는 코로

나 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증가 여부는 매우 비동의

11명(3.1%), 비동의 40명(11.4%), 보통 153명(43.7%), 동의 92명(26.3%),

매우 동의 54명(15.4%)으로 나타났다.

[표 4-2] 차별 증가 여부

제 2 절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사무 종사자 39 11.1
생산근로직 종사자,
운수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52 14.9

전문가, 기술자 19 5.4
서비스 종사자 26 7.4
판매 종사자 7 2.0
개인 사업체 18 5.1
기타 35 10

평균 월소득

100만원 미만 114 32.6
100 ~ 199만원 80 22.9
200 ~ 299만원 102 29.1
300 ~ 399만원 33 9.4
400 ~ 499만원 10 2.9
500만원 이상 11 3.1

종교유무
없음 320 91.4
있음 30 8.6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차별 증가 여부

매우 비동의 11 3.1

비동의 40 11.4

보통 153 43.7

동의 92 26.3

매우 동의 5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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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감,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억

제형 대처, 사려형 대처, 반동형 대처), 사회적 지지(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

솟값, 최댓값, 분산, 왜도, 첨도 값을 [표 4-3]에 제시하였다. 한편, 연구

에서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일 때

정규분포의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1). [표 4-3]와

같이 주요 변수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왜도 및 첨도를 살

펴본 결과 모든 주요변수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 4-3]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우선 우울감의 각 척도의 전체평균 3점 만점에 평균 0.76, 표준편차는

0.4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우울 수준 총합은 60점 만점에서 0~58점에

변수 범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왜도 첨도

우울감 0-3 0 2.91 .76 .48 .23 .92 1.61

지각된 차별감 1-5 1 5 2.93 .80 .65 .07 .03

대처양식 1-5 1 4.61 2.55 .58 .34 .35 .89

억제형 대처 1 4.5 2.17 .75 .57 .72 .16

사려형 대처 1 5 2.98 .77 .60 .08 -.37

반동형 대처 1 5 2.41 .75 .57 .61 .42

사회적 지지 1-5 1 5 3.45 .78 .61 -.60 .69

평가적 지지 1 5 3.47 .74 .55 -.62 1.20

물질적 지지 1 5 3.25 .94 .88 -.27 -.35

정서적 지지 1 5 3.54 .87 .76 -.57 .28

정보적 지지 1 5 3.44 .87 .76 -.55 .42

자아존중감 1-4 1.3 4 2.95 .42 .18 -.1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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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15점으로 평균적으로 가

벼운 우울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및 백분율로 전체 중

31.4%인 110명이 우울 척도의 10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울

척도의 임상적 수준으로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6점 이상은

152명(43%)인 것으로 비교적 많은 응답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52명(15%)이 25점 이상으로 확실 우울

증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지각된 차별감은 5점 만점에서 전체평균 2.98, 표준편차

0.80으로 일상생활에서 지각하고 있는 차별감 수준이 평균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지각된 차별감의 평균 2.74(채향화, 201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북

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각된 차별감 평균

2.88(김나연, 201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양식은 5점 만점에서 전체평균 2.55, 표준편차 0.58로 나타났다.

대처양식을 하위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려형 대처의 평

균 2.98, 표준편차 0.77로 가장 높았고 반동형 대처의 평균 2.41, 표준편

차 0.75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억제형 대처 평균 2.17, 표준편차 0.75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 거주 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대처함에 있어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다음으로 감정형 대처, 마지막으로 회피형 대처를 사용한다

고 지각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전체평균 3.45, 표준편차 0.78로 연구참여자

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항목별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 평균 3.54,

표준편차 0.87로 제일 높고 평가적 지지의 평균 3.47, 표준편차 0.74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정보적 지지 평균 3.44, 표준편차 0.87로 나타났고 마

지막으로 물질적 지지의 평균 3.25, 표준편차 0.94로 제일 낮은 것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은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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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평점할 수 있는데 평균은 2.95이며 표준편차는 0.42이므로 자아존

중감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전체 총합을 살펴보

더라도 40점 만점에서 4명을 제외한 346명(98.9%)이 20점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우울감 정도

제 3 절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표 4-5]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우울감의 경

우,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r = -.140, p <. 01), 한국어 수준(r =

-.105, p <. 05), 평균 월 소득(r = -.135, p <. 05), 종교 유무(r = .114,

p <. 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울감이 성

별, 한국어 수준, 평균 월 소득, 종교 유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여기서 한국 거주 중국인 중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국어 수

준이 낮을수록, 평균 월 소득이 적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우울감과

대처양식(r = .310, p < .001)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며 사회적 지지(r

= -.437, p < .001), 자아존중감(r = -.415, p < .001)은 비교적 높은 부

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각하는 우울

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

이 낮아질수록 지각하는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정상군 우울군 total

남자 60(44%) 76(56%) 136(100%)

여자 138(64%) 76(36%) 214(100%)

total 198(57%) 152(43%) 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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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각된 차별감과 인구사회적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모든 투입변수

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차

별감은 성별, 연령, 민족, 교육수준 등등 인구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우울감(r = .447, p < .001)

과 대처양식(r = .176, p < .001)에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반면 사회적 지지(r = -.273, p <. 001)와 자아존중감(r = -.172, p

< .001)에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대처 수준

이 높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은 높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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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우울감 1

2.지각된차별감 .447*** 1

3.대처양식 .310*** .176*** 1

4.사회적지지 -.437*** -.273*** .007 1

5.자아존중감 -.415*** -.172*** -.263*** .242*** 1

6.성별 -.140** -.054 -.029 .131* .044 1

7.연령 .053 .096 -.265*** -.212*** .078 -.154** 1

8.민족 -.066 .051 -.210*** -.064 .081 -.113* .252*** 1

9.교육수준 -.066 -.088 .211*** .260*** .098 .085 -.610*** -.327*** 1

10.한국어수준 -.105* .051 -.017 .072 .175*** .129* .038 .418*** -.013 1

11.비자유형 -.022 -.024 -.045 -.094 -.009 .091 108* .003 -.110* .117* 1

12.체류기간 .023 .035 -.177*** -.109* -.051 -.004 .616*** .148** -.485*** .145** .342*** 1

13.결혼여부 -.006 -.017 -.207*** -.093 .114* -.036 .696*** .193*** -.449*** -.012 .095 .397*** 1

14.직업 -.002 .056 -.223*** -.182*** .031 .027 .478*** .271*** -.451*** .113* .371*** .349*** .546*** 1

15.평균월소득 -.135* .010 -.137* -.078 .165** -.264*** .356*** .199*** -.278*** .110* .232*** .257*** .331*** .424*** 1

16.종교유무 .114* .006 .049 .019 -.081 .077 .045 .-028 -.014 .045 .037 .122* .097 .105* -.0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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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회귀분석 결과

1.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우선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특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 지각된 차별감이며 종속변수는 우울감이다. 즉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 민

족,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비자 유형, 체류 기간, 결혼 여부, 직업, 평균

월 소득, 종교 유무,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통제하고, 지각된 차별감

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적합

성을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표 4-6]와 같이, 두 모

형 모두 유의확률 .000으로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사용하는 데 적절하

였다. 또한,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36.3%의 설명력을 가졌

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후 지각된 차별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도 44.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residual)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의 값을

살펴보면 1.922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의 값은 0부터 4의 구간에

있으며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의 경우

Durbin-Watson의 값이 1.92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선형관계가 나타날 경우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을 넘거나 공차한계가 0.1 이하일 경우 다

중공선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Myers, 1999) 회귀분석의 전제 가정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IP가 모두 10 이하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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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대한 모형 적합성 분석

또한, 우울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음의

[표 4-7]과 같이 여성보다는 남성이(β =-.147, p<.01), 소득이 적을수록

(β =-.144, p<.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β =-.332, p<.001), 지각된 차

별감이 높을수록(β =.369, p<.001) 우울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지각된 차별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성별, 평균 월소득 등 순으로 한국 거주 중국인

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1-1’이 지지되었

다.

[표 4-7]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F값
유의확률

(Prob>F)
R2

Adjusted

R²

추정값의

표준오차

R2

change

Durbin-

Watson

1 14.508 .000 .363 .338 .383 .363

2 18.811 .000 .444 .420 .359 .018 1.922

변수 B S.E β t값
유의

확율
VIF

통제

성별 -.118 .044 -.123** -2.702 .007 1.223
연령 .003 .003 .062 .825 .410 3.373
민족 -.049 .052 -.047 -.934 .351 1.490
교육수준 .025 .022 .066 1.148 .252 1.943
한국어 수준 -.005 .025 -.011 -.223 .823 1.401
비자 유형 .011 .017 .031 .626 .532 1.417
거주기간 -.002 .006 -.019 -.320 .749 2.046
결혼 여부 .023 .052 .028 .449 .653 2.325
직업 유형 -.008 .011 -.040 -.695 .488 2.015
평균 월소득 -.051 .018 -.137** -2.763 .006 1.465

종교 유무 .169 .071 .101* 2.389 .017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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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2.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1-4 단계를 살펴보았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인정하려면 우선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매개변수를 추가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한다. 영향력이 감소되어 매개효과가 인정

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따라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로 구분

지을수 있는데,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

면 완전매개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는 [표 4-6]과도 같

다.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각된 차별감이

대처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세 번째 단계로 대처양

식이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지각된 차별감에 대처양식 변수가 추가될 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 간

관계의 크기가 감소하는지 확인한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 간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단계 1), 베타 값은 0.303(p<.00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사회적 지지 -.186 .028 -.307*** -6.670 .000 1.257
자아존중감 -.309 .051 -.276*** -6.070 .000 1.226

독립 지각된 차별감 .177 .026 .303*** 6.929 .000 1.134
상수 1.813*** .255 7.1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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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차별감이 1단위씩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0.303배씩 높아진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이는 앞서 ‘연구가설 2-1’의

검증 결과와 동일하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

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각된 차별감이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한 결과(단계 2),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베타 값은 0.163(p<.01)

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차별감이 1단

위씩 증가할수록 대처양식이 0.163배씩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

구가설 2-2’의 검증 결과와 동일하며 두 번째 조건 역시 충족되었다.

단계 3에서는 매개변수인 대처양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는데, 그 결과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베타 값이 0.227로 유의수

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양식이 1단위씩 증가

할수록 우울감이 0.227배씩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3’

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계 4에서는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과 대처

양식을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통제변수

를 통제한 후에도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

는 변수로 확인되었다(β =.274, p<.001). 네 번째 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첫 번째 단계의 효과보다 작게 나타

나므로 대처양식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

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연구가설 2-4’가 지지되었다.

또한 단계 4에서 F값을 볼 때 19.365로 p<.001 수준에서 회귀선이 모

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수정된 R² 값은 0.365로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독립변

수인 지각된 차별감과 종속변수인 우울감 수준 변량을 46.9% 설명하였

다.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보다 정확한 매개효

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z값이

2.459로 산출되었으며 p<.01 수준에서 대처양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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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처양식이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 사

이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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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p<.05, **p<.01, ***p<.001

단계 1

(독립변수 → 종속변수)

단계 2

(독립변수 → 매개변수)

단계 3

(매개변수 → 종속변수)

단계 4

(독립ž매개변수 → 종속변수)
변수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성별 -.118 .044 -.123** -.089 .065 -.074 -.105 .045 -.109* -.106 .043 -.110*

.003 .003 .062 -.009 .005 -.153 .007 .003 .146 .004 .003 .090연령
민족 -.049 .052 -.047 -.216 .077 -.167** -.011 .054 -.011 -.018 .052 -.017
교육수준 .025 .022 .066 .026 .032 .054 .023 .022 .061 .021 .021 .056
한국어 수준 -.005 .025 -.011 .074 .036 .118* -.007 .026 -.014 -.016 .024 -.032
비자 유형 .011 .017 .031 .017 .025 .040 .003 .018 .009 .008 .017 .023
거주기간 -.002 .006 -.019 -.008 .009 -.066 -.002 .006 -.016 -.001 .006 -.007
결혼 여부 .023 .052 .028 .064 .077 .062 -.023 .053 -.027 .014 .051 .017
직업 유형 -.008 .011 -.040 -.033 .017 -.134 .000 .012 -.001 -.003 .011 -.017
평균 월소득 -.051 .018 -.137** .008 .027 .017 -.052 .019 -.140** -.052 .018 -.140**

종교 유무 .169 .071 .101* .099 .105 .047 .155 .073 .093* .155 .069 .093*

사회적 지지 -.186 .028 -.307*** .025 0.41 .033 -.229 .028 -.378*** -.189 .027 -.313***

자아존중감 -.309 .051 -.276*** -.350 .075 -.251*** -.288 .054 -.257*** -.259 .051 -.231***

독립 지각된 차별감 .177 .026 .303*** .119 .038 .163** .160 .025 .274***

매개 대처양식 .182 .038 .227*** .143 .036 .178***

상수 1.813*** .255 3.423*** .378 1.833*** .282 1.323*** .279
R² .444 .211 .405 .469

Adjusted R² .420 .178 .379 .445
R² change .081 .023 .042 .025

F 18.811*** 6.314*** 16.023*** 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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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그림 4-1]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p<.05, **p<.01, ***p<.001

변수 경로 Z 값 P-Value

지각된 차별감 → 대처양식 → 우울감 2.45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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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 관련 이론들을 기반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처

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이론을 접목하여 지각된

차별감이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대처양식이나 사회적 지지에 따라 우울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거주 중국인

의 정신건강 파악 및 이해하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이민정책의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50명의 최종 설문지를 활용하여 도출

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지각된

차별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감의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서 평균 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

용하여 지각된 차별감을 조사한 채향화(2011)의 연구에서 평균 2.74와

김나연(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 2.88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거주 중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이방

인으로 살아가면서 중국과는 차별화된 사회질서, 제도, 규범, 가치관, 태

도 속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생활의 차별은 중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고 정당화되었으며 분석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둘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ES-D 척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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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통 16점 이상을 유력 우울증, 25점 이상을 확실 우울증이라 할 수

있다(박준혁ž김기웅, 2011). 본 연구 참여자의 우울감 평균 점수는 15점

이며 57%가 정상 범위 안에 속했으며 그 외에 43%는 임상적 수준에서

우울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똑같은 척도로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측정한 이민지 외(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 14.34보다

조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거주 중국인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코로나 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미디

어가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며 이는 중국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었다(전종우, 2021). 2020년 1월, 코로

나 방역 초기 단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의 신상 정보와

이동 경로가 낱낱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한 개인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으

로 되었는데, 그 속에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명 ‘3번 확진자’가 한국

내 연쇄 감염의 원인으로 되면서 한국인이었음에도 중국과 한국의 경계

에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

러한 시기에 중국인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방역조치를 지키면

서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중국어 혐

오’는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장려은, 2021). 본 연구에서 한국 거주 중국

인이 지각하는 코로나 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증가 여부는 매우 비동의 11명(3.1%), 비동의 40명(11.4%)으로

14.5%만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도 코로나 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코로나 19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간에 뚜렷하게 드

러나는 연관성이 없더라도 ‘코로나 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투영되어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이 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에서 중국인, 특히 조선족은 일자리

를 빼앗는 주범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개인으로 인식되어 차별과

배제가 사회적으로 합리화된 것이다. 오원춘 사건은 시민들의 뇌리에 강

하게 각인되어 있다. 한편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주거비



- 63 -

가 저렴하거나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추진 등으로 공동화가 되어가는

지역에 집중되어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다(이경섭, 2020).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은 비교적 높게 측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한국 거주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었던 기대를 한국 사회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거주 중국인은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환경

등 바라던 목표가 있었으나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

과 차별, 그리고 편견 등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실제 갖게 되는 기대는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할 때 큰 긴장을 겪을 수 있다. 혹은 어느 정도

현실화된 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 또한 긴장의 원인으로 되어 우울을

초래한다. 한국 거주 중국인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열악

한 작업장 환경에서 차별과 착취를 경험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있는 노동자(2020년 기준으로 66,046명)의 경우 한층 더 불리

한 조건에 처해 있다. 한국 거주 중국인은 하루 일당이 차이가 나거나

알선 업체의 수수료가 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저임금 근로자’,

‘세금 빼앗는 이주노동자’ 등 편협한 시각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지 않은 긴장을 겪으며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중

국인 유학생일 경우에도 이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타문화에 적응하고 목

표에 달성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크고 언어, 인간관계 등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진민진, 2011). 이러한 상황으로 축적된 긴장은 분노

와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축적을 낳는다.

셋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

주 중국인의 우울감 수준은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대처양식이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지각된 차별감과 인구사회적 요인들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거주 중국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모든 투입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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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 민족, 교육수준, 한국어 수준,

비자 유형, 체류 기간, 결혼 여부, 직업, 평균 월 소득, 종교 유무를 투입

하고 우울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24.2%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자

아존중감을 통제한 후 지각된 차별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의 설명력도

36.9%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이 지

각하는 차별감이 삶의 만족도, 우울 등 정신건강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나란불락 외, 2021;

신예진, 2017; 손인서·김승섭, 2015; 이안나 외 2015; Schmitt et al.,

2014; 서은교, 2011; 박세은, 2011; 전지혜, 2010; 안준희ž김승용, 2009;

Gaylord-Harden & Cunningham, 2009).

다섯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대처양식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차별경험에 대

하여 대처양식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졌고, 대처양식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졌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보았을 때, 지각된 차

별감은 대처양식을 높이고, 높은 대처양식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

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민지 외(2011)의 연구에서 한국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대처인 억제형 및 반동형 대처가 정적으로 부분 매개한다는 결

과와 일치하였다.

제 2 절 이론적 함의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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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어느 수준인지 실증적으

로 밝히고 차별감 증가 여부,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코로나 19는 2년 넘게 지

난 현재 시점에서도 진행형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셜 미디어와

언론매체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반감은 계속하여 반영되고 있으

며 코로나 19가 특정 인종 집단과 연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낙

인을 심어주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대유행 되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발생과 전파에 대한 책임을 특정 국가나 종교, 인

종에게 전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Muzzatti, 2005). 한국 거주 중국

인 역시 소셜 미디어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경험하

였고, 지역 사회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이츠

외, 2021). 선행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감이나 불안, 음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19라는 배경에서 전반적인 한국 거주 중

국인의 지각된 차별감이 어느 수준인지 실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차

별감 증가 여부,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에 연구 범주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 상태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의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 따라 확인하였으며,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정책학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형

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사회적

배경, 개인의 특징, 이주 특징 등에 따라 우울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으

며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안

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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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될 수 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의 우울 수준을 제시하고

한국 거주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제도와 프로그

램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 거주 중국인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행정

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에 학문적 논의는 아직 미비한 상

황이다. 이에 정책학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해 강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 3 절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이 인

식하고 있는 차별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우울감에 대해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환대하기보다는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인은 불결하고 차별받아야 마땅하다는 이

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구조적 폭력이 나타났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 인식에

대한 변화와 함께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토대가 우선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박재영 외, 2017). 다문화사회는 혐오와 배타가 아

닌 포용과 화합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이다.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와 사

고방식, 그리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되었으나 이들의 인권과 열악한 조건을 직시하면서 이

들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준다면 그동안

확산되었던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변화될 것이다.

한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그만의 고유성을 지

닐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다양성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또는 그들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나아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ž문화

적 배경을 형성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가 포용하여

야 하는 정책 방향인 동시에 풍요로운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필요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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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헌법적 과제일 것이다(최윤철, 2015). 이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에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전

반적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제

한점도 있다.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거주 중국

인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

과 20대 고학력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 거주 중국인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 일하는 중국인은 아직 대부분 건설현장 일용직

이나 식당 홀 서빙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경

우 건설현장 및 택배 상하차 등의 노동현장, 여자의 경우 식당 서빙이나

설거지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인구학적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분석하였지만, 표본 추출상의 문제와 연구대상의

편중 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체류유형에 따라 표본을 수집

하여 모집단의 지각된 차별감 및 우울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의 기타

주요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수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조절변수로, 자아존중

감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의 매개변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시행된다면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이 각 변수에 대한 영향력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울감 외의 지표를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한국 거주 중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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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차별감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거주 중국인의 정신건강에는 우울감뿐만 아

니라 불안,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

다. 추후연구에서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민의 정신건강에 보

편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기초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 5 절 결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지난 20년간 이에 관한 연구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한국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별경험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주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왕

첩사 외, 2019; 리첸첸 외, 2016; 이채식, 2012) 차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실증적인 연구와 조사는 많지 않다(이정은, 2018). 본 연구는 코로

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

울감의 관계를 탐색하며,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양식, 사회적지

지, 자아존중감 등 변인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지

각된 차별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방

안을 탐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한국 거주 중국인은

행정과 정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인권과 열악한 조건을 직

시하면서 이들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진정

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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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您好，

这是一份关于在韩中国人受歧视的程度与抑郁感关系的调查问

卷。

本调查问卷严格予以保密您所有的信息，同时向您保证本调查纯

属学术研究，数据仅用于统计和分析。

本次调查需要您10-15分钟的时间，恳切希望您能够抽出宝贵的

时间认真完成该问卷。

由衷的感谢您在百忙之中参与此次的问卷调查！

谢谢！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차별감

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연구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귀하의 모든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한 학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는 10-15분 소요되며, 귀하의 답변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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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以下是有关您个人信息相关的提问。

[다음은 귀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1. 性别[성별]： ① 男[남자] ② 女[여자]

   

2. 年龄[연령]：_______ 周岁 [만 ___세]

  

3. 民族[민족]： ① 汉族[한족] ② 朝鲜族[조선족] ③ 其它[기타]（）

   

4. 教育水平[교육수준]：① 初中及以下[중학교 및 이하] ② 高中[고등학

교] ③ 大学专科[전문대] ④ 大学本科[대학교] ⑤ 研究生及以上[대학원 

및 이상]

  

5. 韩国语水平[한국어 수준]： ① 完全不会[전혀 모름] ② 会一点[간단한 

의사소통] ③ 一般[보통 수준] ④ 流利[자유로움] ⑤ 非常流利[매우 자

유로움]

6. 签证类型[비자유형]： ① 访问就业[방문취업](H-2) ② 留学生[유학

생](D-2, D-4-1ž7) ③ 在外同胞[재외동포](F-4) ④ 永居[영주](F-5) ⑤ 结
婚[결혼이민](F-6) ⑥ 专业就业[전문인력](E-1~E-7) ⑦ 非专业就业[비전

문취업](E-9) ⑧ 其他[기타]（）

7. 在韩国居住期间[체류기간]： 约 _______ 年 [대략 ____ 년]

 

8. 婚姻状况[결혼여부]： ① 未婚[미혼] ② 已婚[기혼] ③ 离婚[이혼] ④ 

丧偶[사별]

  

9. 职业[직업]: ① 学生[학생] ② 事务从业人员[사무 종사자]  ③ 生产相关
工作者、运输设备操作者和劳动者[생산근로직종사자, 운수종사자,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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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종사자]  ④ 专家、技术人员[전문가, 기술자] ⑤ 服务工作者[서비

스 종사자] ⑥ 销售工作者[판매 종사자] ⑦ 个人事业单位[개인 사업체] 

⑧ 其他[기타]_____ 

10. 月平均收入[평균 월소득]：① 100万以下[100만원 미만] ② 100~199

万[100~199만원] ③ 200~299万[200~299만원] ④ 300~399万

[300~399만원] ⑤ 400~499万[400~499만원] ⑥ 500万以上[500만원 이

상]

11. 宗教[종교]： ①无宗教[종교 없음] ② 有宗教[종교 있음] 

  

12. 您觉得新冠疫情以后韩国社会对在韩中国人的歧视增加了吗？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증가

했다고 느끼십니까?] 

  ① 非常不同意[매우 비동의] ② 不同意[비동의] ③ 一般[보통] ④ 同意

[동의] ⑤ 非常同意[매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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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以下是有关歧视的问题，请选择最符合自身实际情况的选项 。
[다음 문항은 차별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

각과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2------------3------------4------------5------------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我在韩国社会受到差别对待。
[한국사회에서 나는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 □ □ □ □

2. 韩国人对我有偏见。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 □ □ □ □

3. 在韩国，很多机会都不属于我。
[한국에서는 많은 기회들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다.] 

□ □ □ □ □

4. 我在这里似乎受到不公平的待遇。
[나는 한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 □ □ □ □

5. 在韩国我没法得到很多我应该得到的。
[나는 한국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지 못
하고 있다.]

□ □ □ □ □

6. 我认为我们中国人受到歧视。
[나는 중국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

□ □ □ □ □

7. 因为我是中国人而受到不平等对待。
[나는 중국인이라서 불평등하게 대해진다.]

□ □ □ □ □



- 87 -

Ⅲ. 以下是有关忧郁的问题。请根据您在这之前一周内的感受和行动选择最

符合您情况的选项。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하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0------------------1------------------2--------------------3----------

几乎不(少于1天)     有时这样(1-2天)     经常这样(3-4天)     大部分时间这样(5-7天)

 극히 드물다(0~1일)      가끔(1~2일)        자주(3~4일)        거의 대부분(5~7일)

문항 0 1 2 3
1. 我不想吃东西，胃口很差。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 □ □

2. 我过得比较好。
[비교적 잘 지냈다.]

□ □ □ □

3. 我觉得沮丧。
[상당히 우울했다.] 

□ □ □ □

4. 我觉得做每一件事都很费力。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 □ □

5. 我晚上睡得很不好。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 □ □

6. 我觉得很寂寞。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 □ □

7. 对生活没有太大不满。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 □ □

8. 人们对我不友善。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 □ □

9. 我觉得悲哀。
[마음이 슬펐다.]

□ □ □ □

10. 我觉得大家不喜欢我。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 □ □

11. 我无法开始做一件事。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 □ □



- 88 -

Ⅳ. 下面是有关自我描述的问题，请选择最符合自身实际情况的选项。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곳

에 표시해 주십시오.]

---------1------------------2------------------3--------------------4----------

   完全不是             不是                 是                 完全是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1. 我感到我是一个有价值的人，至少与其他人在同一水平
上。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

□ □ □ □

2. 我感到我有许多好的品质。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 □ □

3. 归根结底，我倾向于觉得自己是一个失败者。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4. 我能像大多数人一样把事情做好。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 □ □ □

5. 我感到自己值得自豪的地方不多。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 □ □

6. 我对自己持肯定态度。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 □ □

7. 总的来说，我对自己是满意的。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 □ □ □

8. 我希望我能为自己赢得更多尊重。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 □ □ □

9. 我有时确实感到自己毫无用处。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
다.]

□ □ □ □

10. 我有时认为自己一无是处。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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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下面是调查关于人们在日常生活中遇到问题和困难并想要解决的时候，

是如何思考的，如何感觉的，以及如何行动的问卷。调查内容包括由于个人

时常发生的问题而引起的忧郁，与朋友间的相处，职业选择，结婚或离婚决
定等问题。

[다음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들은 때때로 일어나는 개인적

인 문제들로, 우울을 느끼는 것,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 직업을 선

택하는 것, 결혼하거나 이혼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

다.]

---------1--------------2--------------3------------4--------------5----------

   基本没有         有时          一半程度        时不时       基本经常

     거의 없음         가끔         약 절반 정도      종종        거의항상

문항 1 2 3 4 5
1. 对于我的问题，我不能确定自己是怎么想的，或者怎
么认为的。
[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확실
하지 않다.]

□ □ □ □ □

2. 我的行动不能长期地维持到实际解决问题的地步。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만큼 오랫동안 내 행동을 계
속 유지하지 못한다.]

□ □ □ □ □

3. 我会想在以前自己处理相似问题时的方法。
[과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풀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 □ □

4. 我会通过找出自己产生情绪的理由，以此帮助自己认
清并解决问题。
[내가 느끼는 감정의 이유들을 파악함으로써 내 문제
를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 □ □ □ □

5. 我会受挫过度甚至放弃解决自己的事情。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
해버린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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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我会考虑一切可能的解决方案所带来的所有短期的，
或者长期的后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한 각각의 해결책
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
한다.]

□ □ □ □ □

7. 我会被自己的问题占据思想，并且过于强调问题的某
些部分。
[내 문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문제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 □ □ □

8. 我会一直对自己的问题感到心神不安，这让我觉得自
己需要做更多的努力。 
[내 문제에 대해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 □ □

9. 以前的情绪会妨碍我现在正在解决的问题。
[예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
해가 된다.]

□ □ □ □ □

10. 我会把时间用在无关的零星杂事和活动而不用在解
决自己问题的工作上。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대신에 아무 
관련이 없는 잡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 □ □ □ □

11. 我会提前考虑问题，这样会使我在问题发生前做好
预测和准备。
[미리 생각함으로써 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

□ □ □ □ □

12. 我会用系统的方式来考虑问题。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내 문제를 생각한다.]

□ □ □ □ □

13. 我不直接向他人询问自己的结论是否正确就误解对
方的动机与感情。
[내 결론이 정확한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오해한다.]

□ □ □ □ □

14. 我会凭感觉来确认和解决问题。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내 감정을 더 이
해한다.]

□ □ □ □ □

15. 我会因为行动太快而使自己问题变得更加糟糕。
[나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
화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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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我很难集中精力到问题上（例如：思想开小差）。
[문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즉, 마음이 산만하다)]

□ □ □ □ □

17. 我会为解决问题准备一个代替的计划以防第一个计
划没有效果。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안 계획이 있다.]

□ □ □ □ □

18. 我会回避自己的问题，哪怕只是想一下。
[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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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以下是针对您的家人，朋友及与您有关系的人们的提问，请选择最符合

自身实际情况的选项。

[다음은 귀하의 가족, 친구 등 귀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2------------3------------4------------5------------

   完全不是            不是          一般          是          完全是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항 1 2 3 4 5
1. 他们对于我的行为给予正确的评价。
[그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
가해 준다.]

□ □ □ □ □

2. 如果我有需求，不管多少钱，他们都会提供。
[그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마련해 준다.]

□ □ □ □ □

3. 他们非常赞同并支持我所做的事情。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
게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 □ □ □ □

4. 与他们在一起有一种亲密感。
[그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 준다.]

□ □ □ □ □

5. 他们是我相信并且能够依赖的人。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들이다.]

□ □ □ □ □

6. 不管什么事情，他们从不考虑代价或报酬尽最大努
力来帮我。
[그들은 무슨 일이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최
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 □ □ □ □

7. 当我身处困难或危机的时候，他们常帮我提供解决
问题的方案。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다.]

□ □ □ □ □

8. 他们总是对我所有的事情加以关心。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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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为了让我理解现实，能更好的适应社会，他们会提
供比较健全的忠告。
[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 □ □ □ □

10. 他们非常尊重我的意见并能接受。
[그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준다.]

□ □ □ □ □

11. 当我身上发生了一些问题，他们能提供找出原因的
重要信息。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 □ □ □ □

12. 在我需要做出选择的时候，他们为我参谋作出正确
合理的决定。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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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among Chinese Nationals in

Korea following COVID-19

PIAO ZHIHUI

Public Administration(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nd examines variables such a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mong Chinese national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discrimination among Chinese nationals in

Korea and examine their mental health and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Ultimately, this analysis will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y implications on immigration policies to improve

inclusiveness of Chinese nationals, with emphasis on their 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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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surveyed 350 Chinese

nationals in Korea between March 15 and March 25, 2022. The study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perceived degree of discrimination among Chinese

nationals in Korea was high. Second, the depression of Chinese

nationals in Korea was high, with men being more depressed than

women. Third, there a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d with higher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low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lower levels of self-esteem. Fourth,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of Chinese residents in Korea had a positive (+) effect on depression.

Fifth,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yle was confirm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Th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coping style and on depression was significant, as

well as the impa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ping style was mediated.

This empirical study reveals the level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national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crisis. Furthermore,

the study underlines the necessity for, and the importance of mental

health promotion among Chinese nationals in Korea, a notion that is

emphasized as a method to cope with depression. However, the study

also revealed difficulties in normalizing its results. Therefor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mental health of Chinese

nationals necessitates further analysis. Additionally, the study outlines

the significance of closely monitoring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indicators, other than depression, on the perceived discri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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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nationals in Korea.

keywords : Chinese nationals in Korea, perceived

discrimination, depression, coping strategy,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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