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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성 형성은 일제의 이주 정책 및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파 밀 

접한 관련올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가난한 소작농 

E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이주).， 1컸으며 1 식민지 지배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국E파 구멸된 자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였끄l 이로써 조선족은 여타 

집단파는 구멸도j는 고유한 종족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56개 

의 민족율 구획 짓는 과정에서 조선족을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규정하였으며，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및 그에 따르는 징책으J 변화 속에서 조선족을 국가의 중 

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변화 시켜왔다. 이러한 국가의 종족 정치학은 조선족01 

그들만의 구별된 종족 정체성을 형싱하는 데 영흥닥을 주었는데， 즉 조선족은 일 

본 및 중국 국가에 의해 부며된 종족성머 근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의 경 

험을 선멸하고 의미를 전환시킬으로써 조선족의 종족 정체섬을 형성해왔다 이 

러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국가의 권위머 기댐으로써 객관성’ 을 까지게 되 

었으며 , 세대메 거쳐 반복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원초성’ 을 획득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종족 징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특히 중국의 지배 민족 

~ 한족파의 관계머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족의 종족 징체성은 

무엇보다 한족에 대한 ‘우월성’ 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f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소수 민족으로서 불이익파 차멸을 경험해왔던 것과 연관된 

다 즉 ‘민족 평듬’ 을 주장하는 중라 국까의 공식적 담론의 강력한 영항 속에 

조선족은 자신들메 대한 차멸을 ‘차멸’ 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F려 한족에 대 

한 우월함의 형태로 그들만의 종족 정체성을 강조합으로써 한족에 대한 열등 

.서울대 석사 

•• 이 글은 제 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문(이현정 2001)을 수정 · 보 

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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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옳 중성화시키고 동시에 한족파의 불평둥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중국 개방 이후 왜 조선족이 굳이 ‘한국 후|업’ 

을 선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01유이다. 즉 조선족은 소수 민족으로 갖 

는 객판적인 얼동한 지위 뿐 아니라 스스로훌 한족과 구멸해 왔덤 자신률의 종 

족 정처1성으로 믿해 개방01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효팩파 동일한 방식 

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힘려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에게 가장 유리하며 

독점적인 자원으로 나타나는 한국 취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한국 취업을 선택 

하는 파정에서 조선족은 ‘잘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해 경제적 기대 및 ‘같은 민 

족’ 한국E에 대한 문화적 가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 취업 경험은 조선족의 두 가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다. 한국 정부는 조선쪽에케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 이라는 이유로 효택 문화 

에 보다 순옹적인 노동자로 봉사하기롤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법적으로 이들 

올 ‘오1국인’ 으로 분류합으로써 한국인이 하지 않는 저임금의 하충 노동에만 종 

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외국인’ 규정은 결국 조선족이 ‘불법체류 

자’ 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룰 양산하는데. 이것은 자국 시장의 필요에 따라 양 

적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저임금 노동 시장의 유연성올 보장해 주 

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게 ‘멸시도]는’ 집단으로서의 종쪽성을 부과 

하는 효파롤 낳는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 속에서 한국의 조선족은 기존어| 가졌 

던 ‘같은 민족’ 어 1 대한 기대 내J: I 동일시를 부인하게 되어 효택인파 구멸된 조 

선족만의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공유된 정체성올 기반으로 

조선족간의 유대훌 강화시킨다‘ 

핵심어‘ 종족정체성， 조선족， 정체성 

1. 들어가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인류학의 중요한 과제로서 조선족 연 

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배경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한국 내 조선족 인구의 

급증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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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국내척으로 

1960년대부터 진행된 과도한 경채 성장에 따른 중소업체의 인력난이 

나타났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의 외국 

노동력올 대거 유입하였다. 새로이 유입된 노동자들은 동남아， 중국， 

아프리카 퉁 다양한 지역 출신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조선족 

은 단연코 최고 규모의 노동자군을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룰 구사할 줄 안다는 점이 고용자에게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족 연구가 부각되기 시작한 또 다른 

배정으로 한국 인류학 경향의 변화률 들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 

도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한국올 연구지로 선택해왔던 반면， 1990년 

대 이후 학자들의 환심은 국외 지역으로 급속히 확장되었다. 해외유 

학파를 중심으로 국외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올 받은 젊은 학자 

들이 대거 퉁장하였고， 한국 사회의 국제화 요구에 따라 인류학자들 

이 해외 지역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한 

국 인류학은 다양한 종족 집단으로 연구 대상올 확장할 수 있게 되었 

는데(홍석준 1993: 이정덕 1996: 주종택 1997: 윤형숙 외 2000 등 

동)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국내 지역 연구자들조차도 한국 

을 단순허 한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바라보기보다는 내부의 

다양한 종족 집단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이욱정 1994: 박 

충환 1995: 유명 기 1995: 함한회 1995).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0년대 조선족 연구는 인류학내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해외 한인 연구의 맥락에서 나온 

것들이다. 대표적인 성과물로는 한상복 · 권태환 공저의 『중국 연변의 

조선족.il (1993)과 이광규의 『재중한인J (1997)를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립민속박훌관에서 3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물인 r중국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 시리즈(1996 ， 1997 , 1998)가 있다. 이 저서들 

은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직접 중국의 조선족 사회를 방문하여 얻 

은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 



66 이현정 

나 앞의 두 저작은 현지 조사에 근거한 초기의 연구들인 만큼 조선족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폭넓게 보여준 대신에 분석의 깊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국립민속박물관의 저작돌은 중국 내 각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나아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작업올 했다는 점 

에서 한충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논의의 통합성에 있어서 

는아쉬움을남겼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 이후 젊은 연구자돌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 

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거 둥장하였는데， 대 

개 조선족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예컨대 유명기(1995) . 박 

충환(1995) , 함한회(1995)는 작업장 내의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 

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떠한 문화 접촉올 경험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 한현숙(1996)과 노고운(2001 )파 같이 단지 

문화 적용올 넘어 조션족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도 있 

었다. 그 중 한현숙이 조선족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올 유지하는 

데 어떠한 난관이 존채하는가에 주목하였다면， 노고운은 한국인과 다 

른 조선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이들이 시도하는 

전략적인 대웅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이처럼 조선족 노동자 

를 다룬 연구 외에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올 대상으로 

조선족 이주에서 나타나는 성별 정치학적인 문제률 다룬 홍기혜 

(2000)의 연구도 있었다. 

이 글 역시 지금까지 서술한 조선족 연구의 흐름 위에 놓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본격적으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을 다루고자 하는 시도로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구별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의 관계를 ‘같은 

민족’ 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 적웅 및 정체성 

의 문제에 초점올 맞추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히려 조선족과 한 

국인을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종족 집단’ 으로 간주하고， 

그를 통해 조선족 종족 정 체성의 형성 ‘과정’ 올 분석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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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이는 ‘같은 민족’ 의 성원으로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통일 

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의 중국 이주 이 

후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두 집단이 각각 다른 생활 영역에서 서로 다 

른 문화적 과정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한 

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선족-한국인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일제 시대에 조선언이 중국으로 이주한 이래 일본 및 중국 

국가의 민족 정책이 조선족의 종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짓고 강 

화시켰으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선족 스스로에게 종족 정 

체성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조선족 종족 정체성의 

내용을 특히 중국의 지배 민족인 한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세하게 살 

펴보고， 이러한 종족 정체성이 중국 개방 이후 동장한 ‘한국 바랍’과 

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뜰 분석해본다. 셋째. 1990년대 한국 

사회 구조 내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조선족의 종족성의 문제를 살펴보 

고， 이것이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및 일상 생활의 해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해본다. 

논문에 인용되는 자료들은 문헌， 신문 기사 및 현지 조사로부터 얻 

은 것이다. 그 중 현지 조사 자료는 연구자가 석사 논문1)을 위해 

199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중국 길림성 내 조선족 농촌 

마올에서 수행한 연구 및 이 마을 주민들 중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과 

비정기적으로 면담한 것으로부터 얻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족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1) 이현정 (2아삐 “‘한국취업’과중국조선족의 사회 문화척 변화: 민족지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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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주， 그리고 국가의 종족 정치학 

중국 지역에 조선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1881년 청나라가 

‘봉금령 (封禁令)’ 을 철폐하기 훨씬 전인 약 130여 년 전부터라고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용렬 1992: 한상복 · 권태환 1993: 이 

광규 1997) ,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의 이주는 간간이 개별 가구의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중국 북통부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와 같 

은 조선족 마을이 정착하게 된 것은 1930년대의 일제 이주 정책과 관 

련되어었다(도홍렬 1992) , 1936년 한반도 지역에 흉년이 들자 조선인 

중 만주로의 이주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은 

조선인의 이주를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만조선인지도 

요강(在滿朝蘇A指導要鋼) 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총 

독부는 선만척식회사(願隔折植會社)를， 만주국은 만선척식회사(滿蘇 

招植會社)를 설립했다. 그 후 선만척식회사는 당시 금액 3천만 원을 

가지고 15년 간 조선농민 16만 호， 인구 1백만인을 중국으로 이주시 

킬 계획에 착수하였다(현규환 1967: 162) , 연구 지역인 풍원촌(豊源 

村)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립되었다， 1999년 연구 당시 생존해 있 

던 81세 주민의 증언에 따르변， 풍원촌은 1938년 1월 14일 일본군의 

인솔 아래 경상도 지역에서 총 100가구가 이주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고한다. 

조선의 소작농이었던 이들이 일제가 주선한 중국행 열차를 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해 준다는 일제의 약속 때문이었 

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제에 의해 시행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 자작농의 광범위한 몰락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1928-1932년 기간의 농업대공황으로 인해 농민의 빈궁화가 더욱 가 

속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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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 땅에 도착한 이들이 접했던 것은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가 아니라 오로지 여우와 곰이 사는 갈대밭 뿐 이었다. 사실 일재가 

가난한 조션 농민툴올 만주로 이주시킨 데는 1932년 만주국(i勳H國) 

셜립 이후 버려진 황무지를 수전으로 만들고， 더불어 극심한 빈곤으 

로부터 야기된 조선 농민운동의 섬각성을 외부로 툴리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3) 이미 만주에는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져 수수， 조! 콩 만올 재배하고 있었고 수전을 가꿀 만한 능 

력이 없었다. 이에 일제는 수전 농사의 경협이 풍부한 조선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킴으로써 조선 대부의 격화된 갈퉁올 완화시키고 통시 

에 일본 군국주의의 물질척 기반올 확충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 

한편 당시 만주에는 만주족(滿洲族) 및 한족(漢族)이 거주하고 있 

었다. 청국은 청 태조의 발상 생지로 보존하기 위해 1714년부터 봉금 

령 (封禁令)에 따라 만주로의 이주를 금지해왔으나. 1867년 중국 동북 

지방의 농업개발목적으로 한족의 이주를 서둘렀으며. 1878년에는 산 

동성(山東省) 사랍들이 지역으로 여주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또한 

1878년 이후부터는 한족 여자에게도 가족 이동을 통한 만주 정착과 

개발올 권장하였다(박영석 1982: 66-67). 이러한 한족의 만주로의 

이주는 1911년 신해혁명 및 1912년 중화민국의 성립. 1921년의 공산 

당 창당파 국민당 정부의 세력 확장파 더불어 중국에 계속되는 정치 

2) 1913-1932년 사이의 조선에서 자작농 및 소작농의 비옳올 비교해보면， 자작 

농이 22.8%0913년)에서 15.7%0932년)으로 감소한 반면. 소작농은 

36% (1915년)에셔 5 1.1%(1932년)으로 증가했다(신용하 1989: 322-324). 

3) 依田훌家 r滿뻐t.:::. i.>남&朝蘇A移民」 f 日本帝國主義下m滿洲移民j 龍燦書舍，

1976. pp.58Q-581. "1929년에 시작한 세계대공황의 심각한 영향융 받고， 조 

선의 노동자 농민이 급격히 빈곤화하고 그 결과로서 1930-1932년에 걸쳐서 

나타난 항일농민운통의 대고양 동에서 나타난 조선식민지 지배의 모순의 격 

화를 외부로 몰리기 위해서(…)" (이형찬 1988: 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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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안， 대홍수， 기근， 재난 둥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만주로 이동한 인구수는 만주의 3성인 봉천성(奉天省) . 길립 

성(吉林省) . 혹룡성(黑龍省)의 경우 1907년에 1천 6백 70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 후인 1917년에는 2천 1백만 명으로 팽창하여 26%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고숭제 1972: 139) , 

조선족과 중국인이 이주한 이후， 만주 지역에는 중국인(만주족 및 

한족)과 조선인 사이에 경제적 분업이 이루어졌다. 즉 조선인의 경우 

대부분이 소작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중국인은 이주해 온 한족 

이라고 하더라도 청국의 정책적인 혜태으로 지주， 산주(山主) 또는 

고리대금업자로서 외국인인 조선인 집단보다 경제적 안정을 누렸다. 

그 결과 중국인 대 조선인이라는 종족 집단에 따른 계층의 구분이 조 

성되었다(고숭제 1972: 140) , 또한 1930년대 이후로는 한족과 이주 

조선인의 급증으로 토지를 둘러싼 소작인간의 소작지률 둘러싼 경쟁 

이 격화되고 일부 자작농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농민층의 분화가 가속 

화되었다(이형찬 1988: 32 ~ 33) ,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종족 집단 

구분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한 가지는 조선인이 처음부터 조선인 부락의 형태로 이주되 

었고， 그에 따라 중국인과는 지속적으로 구별되는 생활 공간을 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일제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처음부터 일본인을 1둥 국민， 

조선인을 2등 국민， 중국인을 3등 국민으로 정하여 각기 다른 종족 

집단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70세 이상 마을 주민들 

의 이야기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만주국 당시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피지배계충이었던 조선인 및 중국인 소작농들은 대 

부분 중국인 지주의 토지를 얻어 소작하였지만， 지주 대 소작인 7 : 3 

비율의 엄청난 세금은 사실상 거의 일본군에게 납부되었으며， 조세를 

독촉하러 오는 일본군의 앞잡이는 대개 ‘2동 국민’ 인 조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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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일제가 조선인에게만 보다 수확량이 높은 수전(水田)의 기회 

를 차별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같은 소작농으로서 중국인들은 조선 

인에 대해 심한 척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45년 2차 

대전이 종료되고 15년 간 통치했던 일제가 마을에서 떠남과 동시에 

조선인들이 맞이해야 했던 것은 다륨 아닌 중국인들의 보복이었다. 

일제 지배 당시 ‘3동 국민’ 으로서 조선 농민들의 멸시를 받았던 중국 

농민들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였으며 무정부적인 혼 

란이 벌어졌다. 더욱이 한전(훔田)과 뒤떨어진 생산력으로 인해 조선 

농민들보다 생활 수준이 뒤떨어졌던 중국 농민들은 조선인 가구를 대 

상으로 약탈과 방화， 살인올 행하였다. 이러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결국 조선인들은 더욱더 밀집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 

는데， 외지에 살던 가구들은 큰길가에 위치한 한 두 개의 마을로 집 

중하기 시작하였다. 

되놈들이 조선족들 벼를 다 베어가고 그랬다우. 그래서 와 이리 베냐 하 

면 우리 야다(것이다) 그러는데 뭐. 그래 놔둬 삐지. 그래가지고 되놈들 

이 다 베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또 오니까， 다 몽둥이 

들고 화포 들고. 섭 틀고 다 뚜들겨 패 버리고 다 가져가지 뭐 . 도둑놈들 

이 차 가지고 와 가지고는 사람들 다 천지 다 난장해 가지고 모아 가지 

고는 모조리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이불， 그릇， 조선 사람들은 꽃 

이불도 다 좋은 거 있지 않아， 차에 다 싣고 가고， 좋은 그릇 다 가져가 

고， 꼼학하면 총 들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뭐 . 웅직이면 총을 싹 버리는 

데. (김써 : 냥， 60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자， 중국 공산당은 1953년 제 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할 각 민족대표를 선거하기 위하여 민족식 

별사업을 벌였다. 당시 중국에는 단독적인 민족단위로 제출된 것이 

무려 400여 종이나 되었으며 운남성(雲南省)만 하더라도 240여 종이 

넘었다. 국가에서는 대규모적인 민족식별 · 고찰 사업을 조직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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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개에 달하는 혈연공동체에 대하여 조사와 연구룰 진행하였다. 국 

가에서는 공통의 지역， 공통의 언어와 문자， 공통의 경제생활， 공통 

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심리소질 퉁 네 가지 특성을 기본 표준 

으로 하고 또 그들의 역사적 발전 등의 실정도 고려하여 상술한 조건 

에 부합되변 인구의 다소와 거주지역의 다소 발전상의 정도롤 불문 

하고 일률적으로 한 개 민족으로 확정하였다(김병호 1993: 15). 그 

결과 총 55개의 민족이 확정되었다(현재는 56개) . 

이러한 민족식별작업은 두 가지의 민족구성작업과 병행되었다. 첫 

째， 1951년 정무원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만들어주고 문 

자를 완비하지 못한 민족에짜는 점차 문자를 충실히 하도록 도와준 

다」고 결정함으로써， 각 민족에게 고유의 언어를 부여하였다. 1956년 

부터 따이， 정퍼， 라후족을 도와 문자를 만뜰어 주었고 위글족과 까 

자흐족의 문자를 개혁하였으며， 왕， 부이. 이， 묘， 리， 나시， 리수， 하 

니， 와， 뚱 등 10개 민족에게 14개의 라틴화 문자를 만들어주었다(김 

병호 1993: 27). 둘째， 1952년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자치 실시강요」를 제정 · 반포하고 민족구역자치제를 전국에 전 

면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각 민족에게 그들만의 지역적 경계를 부여 

하였다. 당시부터 1993년까지 중국에 설치된 민족구역 자치지방은 총 

159개에 이르는데， 그 중 자치구가 5개， 자치주가 307ß , 자치현이 124 

개이며(앞의 책: 20) , 이로써 각 민족은 스스로를 구별짓는 근거로서 

지역성을갖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시계추처럼 좌파와 우파 사이를 왔다갔 

다하던 중국 공산당의 정책 변화 속에서， 557ß 소수 민족 중 하나로 

서의 조선족은 ‘민족’ 에 관한 국가의 담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다. 1950년대 초와 같이 중국 공산당이 비교척 소수 민쪽에 대해 

호의적인 시기 동안에 공산당은 조선족의 자치와 권익을 적극 존중해 

주었다. 예컨대 조선어의 통용이 권장되었는가 하면 조선족들을 위한 

민족 학교가 증설되었고， 조선어로 된 잡지 발간이 이루어졌다(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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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69-73) , 그러나 1957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반우파운동， 인민 

공사훈동， 나아가 1966년에는 문화대혁명을 전개하면서 소수 민족에 

대해서 이천의 공존파 융합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동화를 강요하였 

다.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중국 인민 전체의 통합과 결속이 강조되었 

으며， 소수 민족의 자율성은 중국 전체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으로서 

부정되었고， 각 화교에서 조선어의 학습 시간은 축소되었으며 조선족 

출신외 고위 간부들온 비판되거나 제거되었다. 

중국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 후은 중국 56개 중 하나의 ‘민족’ 으로 

그들만의 독혹한 종족성올 조선족이 부여받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 

은 국가의 공식적인 담론 속에서였다. 즉 일본 정부는 가난한 소작농 

으로 단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멀리 떠나온 조선인들올 상대로， 한 

편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수전경작과 같은 ‘독특한’ 능력을 독려하 

고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변 집단과 ‘다르다. 는 규정을 법적 · 정치 

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조선인들쓸 고립시켰다. 또한 중국 정부는 조선 

족이 공산주의 혁명 당시 높은 참여롤 보였다는 것올 이유로 이들에 

게 여타소수민족에 비해 우수성을부여해 주었지만， 이후극심한정 

치적인 변동 속에서 사실상 조선족에게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회 왔 

으며， 그러한 정책물은 반복적으로 한족과의 분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조선족을 중국 중심으로부터 주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가의 공식적 담론은 강력한 힘 으로서 조선족의 종족 정 

체성 형성에 개입했다. 그러나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 있어 국가의 ’구획하기 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자기화하는 과정， 즉 ‘인정’과 ‘동 

의’ 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일제가 일본인을 l동 국민， 

조선인을 2동 국민， 중국인을 3동 국민으로 분류하여 차퉁적으로 대 

우했던 것을 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자 타민족에 대한 조선족의 우월성 

을 드러내주는 ‘증거’ 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중화인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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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 성립 초기 조선족의 혁명적 자질을 높이 쳐주었던 것 또한 여타 

민족과 다른 조선족만의 우수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 

부의 민족 정책에 의해 유지 혹은 강조되었던 언어， 가무(歌舞) , 체육 

등의 특질들은 이들에게 조선족만의 고유성으로 강화되었다 4)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중국 조선족이 왜 여타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집단인가 하는 종족 정체성의 중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윤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이란 결 

코 국가의 종족 정치학과 분리되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오히려 종족 정체성은 국가가 부여한 종족성의 경계 내에 

서， 그러나 그 중에서 주민들이 ‘선태하고’ ‘증류된’ 경험을 통해 구 

성된다 여기서 ‘선태한’ 경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과거 경험들 속에 

서 특정의 사실만이 조선족 종족 정체성의 재료로 선별된다는 것이 

며， ‘증류된’ 경험이라는 것은 그 선택된 사실조차도 어느 순간 과거 

당시의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현재에 봉사하는 새로 

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가 바로 당파적인 국가 정책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객관적 사실 

로서， 다시 말해 종족 정체성의 원초성 으로 전치되는 과정이 개입되 

는 지점이다. 즉 정책이 주민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고 일상화됨에 따 

라 국가가 규정한 내용은 주민들의 경험으로서 순수성을 획득하게 되 

고， 일단 종족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진 이후부터는 세대에 걸쳐 반 

복 · 전수됨으로써 점점 더 객관적인 사실로 고정된다. 따라서 중국 

4) 마을 주민들은 한족과 조선족의 차이로 “한족들은 공도 못 차고， 노래도 하 

나 제대로 부룰 줄 모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중국 학교에 다녔던 조선족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선쪽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춤과 노래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을 주민 황씨(여， 30대)는 “나는 

기실(실제로는) 춤이나 노래를 즐겨하지도 않는데， 아무래도 한어 연설은 내 

가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는 끼여주지도 않고 자꾸 조선족이니까 춤추는 

것 보고싶다고 하니까”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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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조선족이 타 집단과 경계짓도록 만든 특정 내용의 선별 및 그 

와 관련된 종족 정체생의 문제는 결국 국가 권력에 의해 규정되고 객 

관화됨으로써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에 

서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종족 정체성이란 원초적이고 객관적인 실체 

에 근원한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5)로 

간주되어야 한다 6) 

그렇다면 중국 사회의 맥락에서 형성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구 

체적으로 중국에서의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까? 다음 장에서는 중국 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에 급속하게 동장하고 

있는 한국 취업 현상올 중심으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이 중국 사회 

5)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인류학 내에서는 문화가 발견되는 것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생산되고 변형되고 소비되는 일종의 구성물이라는 입장이 동장하 

고 있다(김광억 1991 , 2000; 권숙인 1999; 문옥표 2000) .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전통 문화 및 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종족성 연구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국 

에서 종족성 연구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l한민족(韓民 

族)’ 및 ‘단일 민족 국가’의 강력한 답론 속에서 인류학자들 스스로가 종족 

성에 대한 원초주의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종족 정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객판적 실체 

와 분리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 정체성의 변함없는 근거로서 

물질적 요소가 힘올 갖는지는 현재 조선족 챙소년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 

다. 예컨대 조사지의 10대 청소년틀은 조선말보다 한어(漢語)를 구사하는데 

더 익숙하고， 음식 · 옷 · 사고 등에 있어 더 이상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 

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족과 구별되는 조선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구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소수 민족’ 으로 규정됨으로써 갖게 된 사회 경제적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 · 언어와 같은 ‘원초적인 요소 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 민족에 

게 ‘원초성’ 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함으로써 결국 차별 구조를 유지 ‘ 재생산 

시키는 중국 국가의 종족 정치학쓸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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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들의 삶의 선택에 어떠한 ‘힘’ 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다음 장의 논의 

는 1990년대 후반 중국의 한 농촌 마올이라는 한정적인 시공간 속에 

서 특히 주변 한족과의 관겨l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변에서， 조 

선족 종족 정체성에 대한 일종의 사례 연구로 제시될 수 있다. 

3.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과 ‘한국 바람’ 

중국 동북부 지방에 처 음으로 벼농사를 도입하고 높은 수확률을 자 

랑했던 조선족이 1990년대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더라도 대부분 외부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사일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조선족은 중국 개방 이후 도시 및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노동력만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더군다나 국가의 저곡가({，職價) 정책으로 인해 별 

다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농사일은 점차 마을 주민들의 관심에 

서 멸어지고 있다. 물론 개방 이후 개인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를 통해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사일에만 종사해왔던 조선족이 개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릴 만한 

초기 투자금을 마련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결국 조선족 주민들은 거 

의 유일한 삶의 대안으로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 취업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중국 조선족 사회에 특 

수하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에 기 인하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율의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조선족 학교는 기존 

학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조선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도시로 유학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육비용의 

부담이 각 가구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 

방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속속 들어오면서 농촌 처녀들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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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업해감에 따라 농촌 총각둘이 결혼할 대상올 구하기가 어려워졌 

기 때문에， 미혼의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처녀들을 데리고 올 만큼의 

충분한 결혼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한국 방문 이후 

갑작스럽게 부유해진 일부 사람들은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상대 

적인 빈곤감을 유발시켰고， 빈부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취업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족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한 

국 취업 열풍은 단지 그것만으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다른 근본 

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한족 

농민들과 비교해볼 때 더욱 그렇다. 즉 같은 농민으로서 한족 주민들 

도 낮은 쌀값으로 인해 생계 벌이에 어려움을 겪고 었으며， 더군다나 

한족은 대부분 수전{水田)이 아니라 한전(뿔田)을 경작하기 때문에 

토지 단위 당 수입은 조선족보다 더 낮다. 그렇지만 한족들은 경작하 

지 않는 토지를 임대하여 더 많은 농사를 짓거나， 다른 농가에 품을 

팔면서 농사 수입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족은 농사일 외에도， 나이 

든 사람들은 마당에 심은 채소플 가져다가 길 가 좌판을 벌이고， 젊 

은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소규모 회사와 상점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푼돈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지 

만， 한족들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돈을 모으고 결국 조그땅게 

나마 자기 소유의 가게를 열어 가구 경제를 늘려간다. 

그렇다면 왜 조선족은 한족의 방식을 택하거나 시도해보려고 하지 

조차 않고 굳이 한국 취업만올 열망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 

해서는 먼저 소수 민족으로서 중국에서 갖고 있는 조선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족이 전체 인구 중 92%를 차지하는 중국 

사회에서 한족 문화는 중국 문화의 주류이다. 모든 민족은 민족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한어 (漢語)를 사용해야 하며 , 국민의 대다수가 

한족인 데다가 사회 각 분야의 책임자들 대부분이 한족인 만큼 국가 

정책도 한족 중심일 수밖에 없다. 개인 역시 어느 정도의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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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족 문화에 적웅하고 한족과 좋 

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중국에서 인맥은 개방 이후 개인 사 

업이 자유로워지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한족 조선족 할 것 없이， 친 

척 · 동창 · 민족 관계는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조선족은 숫자상 · 권력상의 열세로 인 

해 한족만큼 풍부한 인맥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선족이 개인 사업올 시도하는 것은， 셜령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족에 비해 엄청난 위험 부담올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실례로 조선족은 음식점을 열거나 장사를 하더라도 한 

족만큼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행정 기관 간부들의 보살펌에 

의존하기도 힘들다. 마을에서 음식점을 열고 있는 한 주민의 말에 따 

르면， 상부에서 위생검사나 세무검사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 조선족 

가게가 선택되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족 간부들이 한족 

가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 

선족 가게 주인들은 간부들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변 하나같이 문을 

닫거나 멀리 외출한 것처럼 가장하곤 한다. 요컨대， 조선족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한족에 비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선택 

하기가어렵다 

한편， 소수 민족으로서 갖는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과 함께 조선족이 

굳이 한족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조선족 

이 스스로를 한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구별짓고자 한다는 것인 

데， 이것은 조선족이 갖고 있는 종족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은 우선 한족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데 대한 자 

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월성은 그들 스스로가 교육수준에 의해 

증명된다고 하는 두뇌의 우수성 , 농업 및 기타 경제생활의 상대척 윤택 

으로 뒷받침되는 능력과 기술의 우수성 , 그리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면성 , 청결성 , 교육열 동에 있어서의 그들 자신이 중국인보 

다 더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 둥으로 표현된다 또한 고유한 문화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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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생활에서의 습관의 차원에서 현저한 차이를 발견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인의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김광억 1984: 52-53) , 

조선족이 한족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감정과 태도 둥은 소수민족이 다수 

민족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즉 자신들이 

한족보다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고 싶어하면서도， 중국 사회의 지배민족 

은 한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올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 

정과 태도는 조선족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치와 

경제를 운용하는 권한을 놓고서 한족과 경쟁할 수는 없는 처지인 대신， 

개인적 수준이나 촌락 공동체의 수준에서는 한족들과의 경쟁에서 이김 

으로써 자신들이 한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민족임을 강조해 보려는 경 

향을 배태시키고 있는 듯하다(황익주 1999: 275)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조선족이 한족에 대해 스스로를 구별짓는 

태도 및 감정， 혹은 이들의 종족 정체성은 일종의 ‘우월감’의 형태로 

드러난다. 조선족 주민들은 모두 한족과 그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서 

로 다른 ‘종족 집단’ 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한족은 집단 내 

부의 차이들이 완전히 제거된 조선족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 

는 일종의 대립물이다. 따라서 한족에 대한 조선족의 정체성의 내용 

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추상화된 몇 개의 이항 대립으로 간단하게 요 

약되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단순한 이항 대립이 결코 일 

시적이고 표면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끈저에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구체적이고도 물질적인 경험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물 

론 앞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경험들은 주민들에 의해 

‘선별되고’ ‘증류된’ 것들이다. 종족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항 

대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족은 ‘더럽다’고 규정되며 반대로 조선족은 ‘깨끗하다’고 

이야기된다.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한족의 더러움에 대해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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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족은 집안을 걸레로 닦는 사람이 없고， 행주는 사용하지 않으 

며， 방은 온통 기름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더러운 민족’ 이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입던 옷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으며， 먹던 음식도 손님 

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아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선족은 한족 

며느리를 얻기를 매우 꺼리며， 한족을 집안에 초대하고자 하지 않고， 

집을 세 주더라도 한족에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한족의 

옷차림과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경멸되고， 조선족 중에서 ‘더러운’ 

사람은 ‘되놈 같다. 고 일컬어진다. 

둘째， 한족이 ‘무식한’ 존재인 반면， 조선족은 ‘교양 있다’ 고 규정 

된다. 마을 주민들에게 한족은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농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어리석으 

며 분별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에 비해 조선족은 예절바르고 사리 분 

벌이 뛰어나며， 누구보다 자석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조선족 주민들은 ‘만일 조선족이라면’ 빚을 지는 한이 있 

더라고 자식 교육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연장자에게 예의가 없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한국 취업으 

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도시 교육 

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부모로서 감수해야 한다 

는 사고는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 놓인 것이다. 

셋째， 한족은 ‘게으른’ 반면에 조선족은 ‘부지런하다.고 규정된 

다 7) 이것은 무엇보다 집체 시절 한족 대대(大隊)에 비해 조선족 대 

대가 더 많은 수확량을 내었다는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족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며， 해가 지기도 전에 배가 고 

프면 밭에서 돌아온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 

7) 물론 최근에는 조선족 주민 스스로 과연 조선족이 한족보다 부지런한가에 대 

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한국 바람 이후 적 

지 않은 조선족이 농사일을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한족이 그들이 내버 

린 땅을 경작하고 더 많은 수확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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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옴직이고 도시락을 두 세 개 싸서 나가는 조선족파 대비되 

는 특질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농사에 필요한 일꾼올 

구할 때나 음식쟁에서 종업원을 고용활 때면 한족은 상대척으로 덜 

션호된다. 거꾸로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고용되는 조선족은 한족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넷째， 한족은 톤에 ‘인색한’ 사람인 반면， 조선족온 ‘베푸는’ 사람 

이라고 여껴진다. 한족은 이웃과 나누어 먹을 줄도 모르는 구두쇠이 

며，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구걸까지 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다. 반면 조선족은 쩔령 집안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는 아까울 것이 없으며， 빈곤해도 나누어 먹는 즐거용을 안다고 여긴 

다. 따라서 주민들은 만일 조선족 중 누군가가 마당에 있는 채소를 

시장에 나가 파는 모습을 보면 ‘쩨쩨하다’고 평가하며， 외지에서 큰 

돈을 벌어왔는데도 술자리를 만들지 않거나 환갑이나 생일 동의 가족 

행사에 음식을 푸짐하게 내지 않는 사람들은 ‘되놈같이 지독한’ 사람 

이라고비난한다. 

이처럼 한족과 다르고 나아가 한족에 비해 우월하다는 인식은 조선 

족이 한족과 같온 대안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다. 

즉 한족은 ‘어리석고 더러우며 쩨쩨한 종족이기 때문에 단지 몇 푼 

올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음식점에셔 일 

하며， 길거리에서 장사를 활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족은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빚을 지고 살지언정 푼돈벌이 장사를 하거나 구질구질 

한 종업원 일올 활 수가 없다. 또한 집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웃과 놀고 나누어 먹는 일에 빠질 수가 없으며， 자식 교육에 대해서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을 원초적인 민족성 

내지 불변의 문제로 단순화시킨다면， 그것은 또한 진실에서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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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부여받은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이를 수행한 

국가의 종족 정치학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성립 직 

후부터 대외적으로 소수 민족애게 차별을 행하지 않는 평퉁한 사회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 예로 중국의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 속 

에서도 소수 민족에게는 2명 이상의 자식올 낳을 수 있게 해 준다든 

지， 학교에서 민족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대화 입학 시 

에 소수 민족의 할당을 따로 배분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강조되었 

다. 사실 중국 공산당의 민족 평동 정책에 관해서는 조선족 주민들 

역시 매우 높은 정도로 동의하고 있다. 마올 주민들은 “한족과 조선 

족 사이에 차벌이 있느냐7" 는 질문에 대해， “차별 없어. 중국이 민족 

정책은 정말 잘 하지. 로씨야(러시아)에 갔으면 우리는 이만큼 살지 

도 못해. 중국 공산당이 소수 민족은 숫자가 적으니까 하나라도 더 

줘야 한다고 해서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지”라고 대답한다 8) 그러나 

과연 주민들의 말처럼， 중국의 조선족은 소수 민족으로서 차별올 경 

험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은 마올에서 일어났던 한 사례이다. 

어느 추수철 밤， 정씨(남. 30대)는 마을 논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해마다 추수철이면 마을에서는 벗단 도둑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돌아 

가며 불침번을 서는데， 그 날은 정씨 차례였던 것이다. 망을 보던 중 

정씨는 한족 한 사람이 차에 벗단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 

고. 그 벗단이 조선족의 벗단인지 살펴보기 위해 잠깐 멈추라고 하였 

다. 그러나 운전하고 있던 한족은 차를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차를 

막고 선 정씨를 치고 달아났다. 정씨는 이 일로 인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였고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다. 병원비가 

8) 이와 비슷하게， 서울과 인천에 머불고 있는 303명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재 

만 조선인으로서 법률이나 제도적 불이익(차별)을 겪은 척이 있는가”라는 설 

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11%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87 ， 1%는 “없 

다”라고 대답하였다(도홍렬 1992: 180) , 



조선족의 종족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연구 83 

꽤 많이 나왔고 또 달아난 한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씨의 가족들은 그 한족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였다. 정씨 가족은 

대대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간부들은 지역 파출소에 사건의 자 

초지종을 전하며 처리롤 요구하였다. 결국 가해자인 한족이 불려나왔 

지만， 그는 정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면서 절대로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 파출소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라며 손올 떼었다. 억 

울한 가족들은 결국 상급에 고소를 할까 생각을 하였지만， 주위 사랍 

들이 모두 “상급 간부 중에 조선족이 하나도 없는데 해봤자 괜히 돈 

만 든다”면서 말렸고， 결국 아무런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하고 끝 

났다. 

이 하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 주민들은 사실상 일상 생활 

에서 소수 민족으로서의 ‘불이익’ 을 받고 있다. 의견올 제출할 다른 

통로가 없는 농촌 주민들에게 간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데， 대 

부분의 간부가 한족인 상황에서 한족과 조선족이 공적인 공간에서 맞 

부딪치게 되면 언제나 조선족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선족 농민이 한족 농민의 대안을 똑같이 선택 

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공식적 담론의 강력한 영 

향 아래， 주민들은 중국 ‘국가 정책’ 수준에서의 평둥이 ‘일상 영역’ 

수준에서는 관철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모순’ 으로 인식하기보 

다는 오히려 ‘별개(別個)’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실제로는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차별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차별의 구조가 감추 

어지면서 동시에 재생산되는-맥락 속에 조선족 종족 정체성의 역할 

이 놓여져 있다. 즉 조선족은 한편으로 ‘한족’ 에 대한 우월성의 형태 

로조선족의 종족정체성을강조함으로써 한족에 대한열퉁감올중성 

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한족과 조선족이 위계에 따라 배열될 수 없 

는 ‘원초적’ 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경쟁으로부터 

벗어난다. 결국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주민들이 한족과의 경쟁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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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며， 동시에 

‘민족 평퉁 정책’ 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종족 정치학올 지지해주는 역 

할을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 주민들은 소수 민족으로 갖는 객관척 조건 뿔 

아니라 스스로를 한족과 구별하여 만든 종족 정체성으로 인해， 비슷 

한 농촌 조건 속에서도 한족과 같은 방식의 대안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마을 주민 중에는 분명히 한족처럼 품갔을 위한 노동이나 장 

사를 하는 사랍들이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마을 주민 대 

다수에게 ‘잘한 일’ 로 보여지기보다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저런 

일을 하나. 나 같으면 더러워서 못한다 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 

기가 일쑤다. 이러한 경향은 개방 이후 한국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더 

욱 심해졌다. 한국 취업은 한족과의 직접적인 맞대결올 피하면서 한 

족을 앞셜 수 있는 천혜(天惠)의 기회로 조선족에게 나타난다. 이들 

은 한국에서 맡게 될 역할이 중국보다 낫지 않은 ‘최하층 지위’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이 일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해 경험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족의 눈 

치를 볼 필요 없는 그들만의 독점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한국 취업올 

가장 선호하게 된다， 더군다나 한국 취업은 절차의 까다로움과 초기 

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빨리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조선족에게 ‘한국. 이라는 나라는 자신과 .통일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문화적으로 편안한 공간이다. 따라서 조선족 마을마다 ‘한국 바 

람’ 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족은 한국으로 업국한 이후 과연 자신의 경제적 · 문 

화적 기대를 충족시키게 되는가? 다음 장에서는 1990년대 한국 사회 

로 시션을 돌려 한국의 정치경제 맥락 속에서 조선족이 놓여있는 위 

치를 점검해보고， 이것이 한국 국가의 종족 정치학과는 어떠한 연관 

이 있으며， 또한 조선족의 일상 생활 및 종족 정체성에는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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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올 미치는지률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한국에서의 조선족: 정치경제， 국가， 종족 정체성간의 
상호관계 

조선족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일로， 중 

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및 전지구적인 노동 재편과 관련이 었 

다. 중국은 1978년 12월 제 11기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를 기점으 

로 개혁 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제한되 

던 한국과의 교류 기회를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또한 대 

외 시장 확보의 차원에서 중국의 개방올 적극적으로 받아물였다. 

1980년대 후반 문호 개방의 상징적인 절차로서 중국 및 한국 정부는 

조선족의 친척 방문을 기획하였는데， 처음 의도는 한국에 친척이 남 

아있는 60셰 이상 노인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지만， 이들의 방문이 이후 한약재 판매 및 불법 취업과 

연결되면서 한국 방문은 점차 농촌 생활의 빈궁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선족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2년 중국과 

한국 사이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조선족이 법적으로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 한국은 조선족에게 돈올 벌 수 있는 ‘꿈의 나 

라’로 동장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한국 유업은 1990년대 한국 

상황에도 잘 부합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체의 인 

력난을 맞아 1990년대부터는 정부의 주도 아래 동남아를 중심으로 외 

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추진해왔지만9) 각종 사회 문제를이 발생함에 

9) 그 이전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 

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91년 10월부터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 

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해외투자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이 국내에서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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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같은 민족인 조선족의 유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 

던 것이다 10)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민족적 통일성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적어도 매스컴에서 보도 

된 사실들에 근거해 볼 때， 조선족의 유입이 그러한 예상올 만족시켰 

던 것 같지는 않다. 즉 선상 반란에서부터 작업장 이탈， 폭력， 사기 

결혼에 이르기까지 조선족과 관련된 각종 사회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 

생하였고， 심지어 중국에서 발생한 조선족 범죄 행위로부터 조선족은 

한국인에 대해 근본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양 

를 받은 뒤 다시 해외현장에 투입되는 성격을 띠었다 이후 6공 시절 ‘주택 2 

백만호 건설’ 사업으로 건설인력 수요가 폭증，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인 

력난이 파급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주저앉은 불법 취업자들로， 불법 체류자가 늘자 

정부는 94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인력수입을 양성화했 

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아시아 11개국의 27개 송출 

업체로부터 3만1천8백 30명의 연수생이 입국했다. 96년에는 외국인노동자대 

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산업기술연수생제를 폐지하되 고용허가제를 도 

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안이 입법 청원됐으나 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제의 골격올 유지한 채， 98년 3월 출 

입국관리법을 부분 개정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2년을 근무한 후 국가기술자 

격시험을 통과하면 1년의 취업비자를 주는 ‘연수취업제’ 률 도입하였다(중앙 

일보 2000년 5월 23일 자 참조) . 

10) 다옴은 국민일보 1990년 11월 27일 자 사설 중 일부이다. “(…) 외국인 근로 

자들의 불법취업을 막는 길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제조항을 강화， 불법 

취업자는 물론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인상하고 행정처분 병과 풍의 강 

력한 조처로 대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수요 

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단속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 

결되지 않올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외국노동력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는 방법으로 중국동포의 고용도 생각해 

볼 만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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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내는 ‘원초적’ 인 존재로 나타났던 것이다 1 1) 또한 조선족의 경우 

에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조 

건，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 퉁을 통해 너나할것없이 한국인에 대한 배 

신감을 느꼈으며. 한국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도리어 가난한 중국 농 

촌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였다. 현재까지도 한국인과 조선족은 서로 

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곳곳에 

서 ‘민족주의’ 내지 ‘한민족 공통체’ 라는 담론이 오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과연 한국인과 조선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합쳐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왜 조선족과 한국인은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서로에게 

가지게 된 것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조선족올 어떠 

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조선족에게 어떠한 종족성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인 

과 조선족은 서로 같은 민족입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한국 정치 · 경제 

맥락 속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는 다른 종족 집단으로서 규정되고 있 

으며， 이때 조선족에게 부여되는 종족성은 다음 두 가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첫째 출입국 관리 체계에 의해 국적 상 중국인이 

라는 것이고， 둘째， 한국의 자본-임노동 관계 내에서 저임금 ·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최하층의 노동자 집단이라는 것이다. 

11) 예컨대 2000년 2월 29일 자 조선일보에는 「한국인들 납치공포 몸값 노린 조 

선족 조직적 범행」이라는 제목의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갈 

수록 조직화， 국제화， 흉포화하고 있다’는 기사와 「조선족 꽃뱀 조심， 노래방 

종업원 따라가 봉변 일쑤」라는 제목 하에 “한국 남자들을 노리는 조선족 여 

종업원들 뒤에 조선족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2000년 3월 1일 자 중앙일보는 「중국 가기가 무서워서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 여행 시 조선족의 전문범죄조직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 

고， 경향신문은 20{삐년 3월 10일 자에서 「中 칭화大 정인갑 교수 “조선족 

범죄 갈수록 심화”」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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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한 개인이 한국으로의 업국올 결정하는 순간 그는 출입국 

관리 체계의 장벽에 맞닥뜨려야만 한다. 그것은 그가 ‘중국인’ 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 

지 자격 중에 하나를 자신이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는 친척 방문의 자격으로， 한국에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이 있으며 만 50셰 이상의 나이여야 환다(이상 

은 1999년 12월 3일에 개정된 사항으로， 그 이전에는 배우자 또는 6 

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이 있으며 만 5세 이상이어야 

했다) . 둘째는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추천한 기업에서 제시하는 적당한. 나이 및 기능 조건 

외에도，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기본 절차 비용과 비자 비 

용 및 알선 업체가 요구하는 엄청난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자격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일단 그는 합법 

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조선족은 한국 법에 의해 ‘외국인’ 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친척 방문의 경우에도 순수한 고국 방문 목적이 아 

니라 취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낙인찍히며， 산업연수생일 경우에 

는 지정된 기업에서 한국인이 받는 임금의 1/2 내지 1/3 (보통 25만 

원-50만원)올 받으며 머물다가 계약 조건에 따라 2년 안에는 다시 중 

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족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이용하여 중국에서의 빈궁한 삶을 개선시 

킬 만픔의 ‘목돈’ 을 마련하고자 한국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 

지 방법 모두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산업연수생으로 온 사 

람들의 경우에는 중국 농촌에서 10년 동안 모아도 갚기 힘든 금액을 

알선업체에 내고 온 사람들이므로， 이들 모두에게 계약 조건을 파기 

하고 불법체류자로서 보다 높은 임금의 취업 자리를 찾는 것은 너무 

나 당연한 선택으로 나타난다 12) 

조선족의 ‘외국인’ 규정은 1999년 8월 12일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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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J(이하「재외동포법J)에서 보다 분명 

하게 확인할 수 있다 13)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채외동포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취업 및 거타 경제활동과 부동산의 

취득， 의료보험 퉁올 대한민국 국민과 차둥 없이 보장받게 된다. 재 

외동포는 2년 상한 기간의 체류 자격올 부여받지만， 만일 이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동안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따로 

허가룰 받윷 뀔요가 없다(이상 제 l조， 제 10조， 제 11조， 제 14조) , 그러 

나 이 법률에 따르면(재2조 제2호 판련) .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12) 2000년 10월 28일 기준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인의 수(불법체류자 포함)는 총 176개국 50만 2591명이고 그 중 조선족은 8 

만 8502명으로 전체의 17 ， 6%률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00년 8월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총 17만 2 ， 501명이고 이 가운데 8만 5429명 

(49 ， 5%)이 중국 국적이라고 한다， 약 3개월 정도의 시간 상 격차가 있지만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중 거의 모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이다. 

13)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를 재외동포 

의 기준으로 삼은 재외동포법 조항이 국외동포들의 평퉁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현행법 대로라면， 중국과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도 다른 국가 거주 동포들처럽 2년 간의 국내 체류 

및 자유로운 체류 기간 연장， 취업 기회의 완전 개방과 같은 혜택을 누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이런 혜택들이 중국과 구 소 

련 동포들에게 주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내 노동시장 교 

란 가능성과 중국과의 외교 마찰 등울 우려하여 현행 재외동포법 상 혜택 자 

체를 축소할 수도 있음올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 지난 12 

월 6일 중국의 리빈 주한대사는 채외동포법 수정이 중국의 법률과 충돌할수 

있음을경고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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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한민국의 국척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올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실제로 조선 

족 및 구 소련의 고려언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이 만일 국 

내에서 입국 이전에 계약한 업체 외의 다른 곳에 취업올 할 경우， 이 

들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고 언제든지 한국 정부의 추방 병령에 따라 

야만한다. 

「재외동포법」올 통해 한국 정부가 목적하는 바는 자국의 경제적 이 

득이다. 즉 조선족올 ‘동포’ 가 아닌 ‘외국인’ 의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성 

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필요시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 

시에 불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자국 노동 시장의 유연 

성을 마련할 수 있다 14) 더욱이 한국 정부는 조선족을 ‘외국인’ 으로 

간주함으로써 교육 및 양육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의료 보험 및 노후 생활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 

한국 법이 조선족을 ‘외국인’ 으로 규정하고 결국 이들이 .불법체류 

자’가될 수밖에 없도록강제함에 따라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종족 

성은 저임금 ·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최하충의 노동자 집단으로 나타 

난다. 작업장 내에서 한국인 고용주에게 있어 조선족은 여타 외국인 

노동자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존재이다. 조선족은 순수한 ‘인력’ 일 

뿐이고， ‘민족’ 으로서의 조선족은 감추어진다(한현숙 1997: 35). 한 

국인과 조선족 사이의 구별은 이러한 종족성 규정 내에서， 단순한 문 

화적인 차이를 넘어 ‘고용주’ 한국인과 ‘피고용자’ 조선족이라는 계 

14)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메이야수는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를 유입할 때 이들 

을 안정적인 이주민으로서 자국에 고정시키기보다는 순환적으로 그들을 방 

출활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률 마련함으로써 노통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Meillassoux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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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척 구별로 나타나게 된다. 즉 조선족이란 첫째로 경제적으로 한국 

보다 가난한 중국 사람이라는 점에서， 둘째로 열악한 농촌 출신이며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하층 노동자 

라는 점에서， 셋째로 사회주의 국가의 성원이라는 점에서， 한국인과 

구별된 집단으로 고정되며 무시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처음 조선족이 한국 취업을 선택할 때만해도 한국은 이들에게 동경 

과 기대의 대상이었다.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이후 한국이 중국 

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조선족은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중국 내에서 다수 민족인 한족에 대해 억압받았 

던 자존심올 잠시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 중국보다 더 우수한 문화와 

경제 발전을 누리고 있는 한국은 조선족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취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조선족은 그 동 

안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고국 한국이 그들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 

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차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조선족은 한국에서 그저 저임금 노동자로서 경제 발전을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였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호의적인 대우는 기대할 

수없었다. 

조선족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한국인 친척들의 경멸과 무시이다. ‘친척’ 이란 상호 부조와 애정의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비록 이전 

에 만나 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국 친척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 

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앞서고 있는 만큼 가난한 조선 

족에게 너그러옵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친척 

들은 조선족에게 친척으로서 보여줘야 할 마땅한 대우를 해 주기는커 

녕 오히려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중국， 농민， 사회주의)를 근거로 

경멸을 일삼고 하루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하였다. 한국에 대한 동경 

파 기대는 노동 경험의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무너졌다. 비록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고 신체적 · 문화적으로 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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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들에게 한국인과 다른 차별적인 노동 대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족은 한국에서 조선족올 고용하는 것이 저임 

금 때문이며 농민 출신인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작업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임금 차별 및 ‘불 

법체류자’ 단속은 ‘같은 민족’ 에게 행하기에 너무나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고 불법취업자다 뭐다 하면서 자꾸만 잡아 가둔다 

하는데. 그게 한국인하고 똑같이 해 주면 우리가 달아나나. 우리는 중국 

서 빚을 산더미같이 지고 왔다 말이야. 말만 같은 민족이지 . 같은 일올 

해도 우리한테는 돈을 쪼금만 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들 안 달아나 

고 배겨내나? 우리가 못 사니까 돈도 쪼금만 줘도 되는 줄 아는지 기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한국 사람들 그 돈 주고 일하라면 누구도 

와서 안 하니까 우리보고 와서 하라는 거 아니야 (천씨: 여. 50대) 

조선족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한국인과 구별된 조선족의 종족 정체 

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즉 한국 방문 이전 ‘같은 민족’ 을 근거로 한국 

인과 동일한 종족 정체성을 가정하고 있었던 조선족은 「재외동포법」 

과 같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 담론 및 작업장에서의 직접적인 차별 대 

우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한국인과 다른 종족 집단임을 인식하게 

되고 조선족만의 구별된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더욱이 이들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로 한국인의 음식 · 언어 · 예절 습관 등이 조선족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올 구성 

하는 물질적인 근거로서 이들의 차이를 더욱 확고히 만드는 역할을 

한다. 

조선족이 한국인에 대해 느끼는 종족 정체성의 내용들은 마치 중국 

의 한족에 대해 느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즉 한국인의 다양함이 

제거된 단순 이항 대립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한국인은 오로지 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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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인간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거 

꾸로 조선족은 상대척으로 너그럽고 순진하며 인간적인 사람들로 인 

식된다. 한국인의 다양성이 무시되는 까닭은 실제적으로 이들이 만날 

수 있는 한국인 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올 넘어 한국인의 톡질이란 단지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을 독특한 것 

으로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만이 의미가 있고 강조되기 때문이다. 

별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사회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국인과 구별된 조선족으로서의 종족 

정체성은 점차 강화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조선족이 한국 내에 그들 

만의 공동체률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나는데， 물론 이러한 공동 

체들은 조선쪽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물질적인 

근거로서 역할 하기 마련이다. 조선족들은 비슷한 고향 출신율 중심 

으로 일상적인 전화 통화와 틈뜸이 갖는 회합을 통해 공통된 감정을 

교환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 고향 소식 및 다른 동료의 소식을 접 

하며，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웅을 주고받올 수 있 

는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조선족이 주로 종사하는 

소규모 영세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융식파 명절 둥 자신들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지역적 공동체마저 나 

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족이 이제 더 이상 같은 

사회의 성원으로 편입을 기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 내의 엄연한 또 

하나의 종족 집단으로 자리 매김 하기 시작했다는 것올 보여준다. 따 

라서 어쩌면 이제 한국은 그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성원인 

가 아닌가 라는 추상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리와 다른’ 그 

들을 포용하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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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및 결론 

지금까지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한 이래， 조선족의 종족성이 어떠 

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또한 조선족에게 종족 정체성으로 각인 

되었는지 , 중국과 한국 국가의 종족 정치학 및 각 사회의 정치 경제 맥 

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조선족의 종족성올 논의함에 있어 

기존의 조선족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지금까 

지의 연구들이 조선족과 한국인이 같은 민족 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왔 

다면， 본 논문에서는 두 집단이 상당 기간동안 다른 생활 공간에서 다 

른 문화적 과정을 겪어왔던 것에 주목하면서 두 집단을 서로 다른 ‘종 

족 집단’ 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의 종족성 및 종족 정체성 

은 중국 이주 이후에 형성되어 온 것으로 바라보고 논의를 전개하였 

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족의 종족성 형성은 일제의 이주 정책 및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가난한 소작농인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켰으며， 

식민지 지배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국인과 구별된 지위를 공 

식적으로 부여하였고， 이로써 조선족은 여타 집단과는 구별되는 고유 

한 종족 집단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56개의 민족올 구획 

짓는 과정에서 조선족올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규정하였으며 , 급변하 

는 정치적 상황 및 그에 따르는 정책의 변화 속에서 조선족을 국가의 

중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변화 시켜왔다. 이러한 국가의 종족 정치학 

은 조선족이 그들만의 구별된 종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 

었는데， 조선족은 일본 및 중국 국가에 의해 부여된 종족성에 근거하 

여 자신에게 유리한 특정의 경험을 선별하고 의미를 전환시킴으로써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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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위에 기댐으로써 ‘객관성’을가지게 되었으며， 세대에 거쳐 

반복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원초성’ 을 획득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특히 중국의 지 

배 민족인 한족과의 관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 

족의 종족 정체성은 무엇보다 한족에 대한 ‘우월성’ 을 강조하는 방식 

으로 드러나며，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소수 민족으로서 불 

이익과 차별올 경험해왔던 것과 연관된다. 즉 ‘민족 평퉁’을 주장하 

는 중국 국가의 공식적 담론의 강력한 영향 속에 조선족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올 ‘차별’ 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한족에 대한 우월 

함의 형태로 그들만의 종족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한족에 대한 열등 

감을 중성화시키고 동시에 한족과의 불평등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고자 한다. 이러한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은 중국 개방 이후 왜 조선 

족이 굳이 ‘한국 취업’ 을 선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이 

다. 즉 조선족은 소수 민족으로 갖는 객관적인 열퉁한 지위 뿐 아니 

라 스스로를 한족과 구별해 왔던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으로 인해 개 

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한족과 통일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에게 가장 유리하며 독점 

적인 자원으로 나타나는 한국 취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한국 취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선족은 잘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해 경제적 기 

대 및 ‘같은 민족’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 한국 취업 경험은 조선족의 두 가지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조선족에게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 이라는 

이유로 한국 문화에 보다 순응적인 노동자로 봉사하기를 요구하면서 

도， 동시에 법적으로 이들을 ‘외국인’ 으로 분류함으로써 한국인이 하 

지 않는 저임금의 하층 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하 

기 때문이다. ‘외국인’ 규정은 결국 조선족이 ‘불법체류자’ 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는데， 이것은 자국 시장의 필요에 따라 양적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저임금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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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게 ‘멸시되는’ 집단으로서의 

종족성을 부과하는 효과률 낳는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 속에서， 한국 

의 조선족은 기존에 가졌던 ‘같온 민족’ 에 대한 기대 내지 동일시를 

부인하게 되며 한국인과 구별된 조선족만의 종족 정체성올 형성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공유된 정체성올 기반으로 조선족간의 유대를 강화 

시킨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다읍과 같다. 첫째， 조 

선족의 종족 정체성이란 결코 그들이 원초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둘째， 종쭉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종족 정치학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담론을 통해 집단들을 

구획하고 종족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한 집단 

의 종족 정체성은 일단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원초성 내지 불변성을 

그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각 집단이 행위를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 

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넷째， 종족 정체성은 어디까지냐 두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집단이 바뀌거나 

관계의 성격이 바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점 

에서 종족 정체성은 결코 어떤 특정 집단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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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lång Process of the Korean-Chinese 
E난mic Identity 

Lee, Hyeon-Jung 

The furmation of the Korean-Chinese ethnic ident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Chinese policy of ethnic groups in China as well as to Japanese colonial 

policy ofKorean emigration into the north-east area of China. The colonial 

Japanese government made poor Korean tenant farmers emigrate 

collectively for Japanese economic interest. It endowed them with a 

distinctive social status fur more efficient rule. Thus, it helped sσengthen 

the Korean-C비ne않 as a singul와 and proper ethnic group. πle Chinese 

government, in its classification of a variety of ethnic groups in China, 
identified the Korean-Chinese as a minor ethnic group and has 

marginalized them with ever-chan밍ng policies about minorities in China. 

The state politics of ethnicity has powerfu1 int1uence on Korean-Chinese 

construction of their own ethnic identity. They do so by particular 

experiences, which are favorable to them, based on ethnicity imposed by the 

Japanese and Chinese states and by changing the me뻐ings and implication 

of these experiences. 

Howthe e바nic identity of the Korean-Chinese in China is revealed can 

be dearly expl잉ned by their relation to the Han, the dominant e난illlC 맑oup 

inC비na. Their e삼mic identity is expressed in their sense of superiority to 

the Han-Chines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s a minor e삼illlC 망oup. Therefore,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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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1 influence of the state formal discourse of national equality, 안le 
Korean-Chinese have emph왜빼 their own iden따 m 앙le form of sense of 

superiority rather than of actual e바nic discrit띠nation. It serves to neutralize 

their experiences of actual discrimination and also to help them escape 

unequal competition with the Han-Chinese. 

Such ethnic identity of the Korean-Chinese is an important 옮α:or as to 

why they prefer jobs in South Korea. The Korean-Chinese are reluctant to 

choose the same way as the Han chooses because of their own ethnic 

identity as well as their inferior social status in China. Accordingly, 남ley are 

띠l파19 to seek jobs in South Korea. By seeking jobs 남lere， they come to 

expeα Korea, the rich country, to 멍ve them opportunities for economic 

improvement. They also expect Korean to share cultural affiliation as a 

cognate nation. Consequenψ they risk arr펴피19 야ley C때 in order to fìnd 

jobs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