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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글로벌화와 초국가주의 시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

화거리 내 한국인 상가를 대상으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형성에 대한 지배집단의 주변화 담론을 살펴보았다. 중국음

식문화거리는 일부 한국계중국인들이 가리봉-대림 일대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한국계중국인

의 새로운 민족경제에 기반한 공동체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양동 일대로 집중되는 것에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확대되면서 주류사회는 한국계중국인을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인식

하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타자로 위치시키며, 무분별한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없애는 존재로 주변화 

시킨다. 이러한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는 진정한 로컬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

에 따라 주변 환경의 개선과 이미지 제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류사회의 이주자 주변화는 고정관념과 편견

에 따른 결과이며, 향후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로컬의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이주자, 한국계중국인, 주변화, 중국음식문화거리, 지역쇠퇴 담론

Abstract :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oin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is the move-
ment of people, namely migration.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discourse of marginalization on 
Korean-Chinese by Korean merchants as the migrants expand their shops in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has been formed by Korean-Chinese restaurants and shops for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from the Garibong-Daelim area. Korean merchants in the street are not op-
posed to the influx of Korean-Chinese into Korea, however they do not want to the influx of them into 
the Jayang area. 

As the inf lux of Korean-Chinese into this street has increased, so the Korean merchants in the street 
have marginalized them as dangerous element for local security, as immoral beings cling to their business, 
and as the main reason for the regional underdevelopment. However, this marginalization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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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와 함께, 이

주자에 의한 글로벌화로 인식되는 초국가주의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담론에서는 국

가 영역으로부터 탈중심화 되는 사회적 과정에 초

점을 두며, 초국가주의에서는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민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에 초

점을 둔다(남영호 외 역, 2010). 글로벌화와 초국

가주의 시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동(mobil-
it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이주(migr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용균, 2013).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이

주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결혼이주

의 확대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사회 스스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

문화는 우리사회의 특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인

식되었고, 정부 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는 

현 사회가 지향할 새로운 사회적 목표로 인식되기

에 이르렀다(김이선 외, 2007). 한국사회에서 다

문화주의는 단일민족에 의한 동질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회에서 다수의 소수자 문화가 포함된 

사회로의 변화로 인식되었다(황정미 외, 2007). 

우리사회가 목격한 급격한 이주자의 증가는 서구

에서 전개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는 소수자보다는 이주자, 특히 결혼이주자에 초

점을 두면서 전개되었고, 이주자를 위한 사회정치

적 배려가 추진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이주자의 자

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주자를 위한 

정의와 분배 차원의 다문화 추진은 한계를 보였

고, 이주자가 우리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으로 포

함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박경환, 2008; 이
희은, 2011; 정의철, 2010; 최병두, 2009; 최종렬, 

2009).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논의와 담론이 부

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은 있었으나, 

이보다는 우리사회가 성장과 발전 중심의 담론을 

강조하면서 이주자를 배려하는 다문화 담론이 성

숙될 여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의해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

으며(김병조 외, 2010),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가

로부터의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는 타자화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주자의 유입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주자는 주류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주변화 

되거나 타자화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이영

민 외, 2012; Gilmartin, 2008; Samers, 2010). 
최근 이주자의 타자화와 주변화에 대한 연구

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주목을 받고 있

Chinese mak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al change of local area, because there has been some positive 
effects by the influx of them such as the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elevation of 
local imagination. This research clearly suggest that the marginalization of migrants by major society is 
from the fixed idea and prejudice, and this research suggest the need to further study on the occupation 
and change of local by migrants. 

Key Words :  migrants, Korean-Chinese, marginalization, Chinese Food Culture Street, regional under-
development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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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박경태, 2008), 실제로 이주자의 장소와 로

컬리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민영·류연택, 

2012; 류주현, 2012; 정현주, 2010; 최병두 외, 

2010).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조

선족)1)의 장소 점유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

에서 한국사회로부터 한국계중국인 이주자가 어

떻게 주변화 되는 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이로 인한 로컬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로컬에 뿌리를 내리는 한

국계중국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

하는 원주민 상인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함과 배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

식문화거리 내 원주민 상가를 대상으로 한국계중

국인의 장소 점유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지배집단

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이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의미

하는 것은 무엇이며, 원주민 상인들의 이들에 대

한 포함과 배제는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한

국계중국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주변화 되고 타자

화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2년 4월-6월까지 서울 자양동 중

국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166개의 원주민 상가 

중 41개 상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기초하고 있

다. 원주민 상가에 대한 인터뷰는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자료는 녹음과 녹취하였다. 이

와 함께, 한국계중국인 상가에 대한 인터뷰와 현

장조사가 병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주민

(한국인) 상가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양동이라는 특

정 장소에서 특정 기간 동안(2012년 4-6월) 원주

민 상인들이 보는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에 초

점을 둔 것으로, 이 결과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한국계중국인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이곳 원주민 상인의 견해를 전체 한국인의 태도와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

을 수 있다. 

2.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1) 이주와 장소 점유의 정치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에서는 장

소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용

균, 2013). 초국가주의 연구에서는 국경을 초월하

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 장(social field)
에 관심을 두면서 이주자가 정착한 로컬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Jackson, 2003). 
즉,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에서는 출신지역과 정착

지역 간 이주자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에 초점을 두고, 이주자가 정착한 지역에서 나타

나는 로컬리티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

이 있었다. 즉,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는 이주자에

만 초점을 두면서 이주자-원주민의 관계는 간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에 의한 연결성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

시간으로 전개되는 지구·지방화 시대에 이주자

는 다양한 로컬과 연결되면서 초국가적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자는 정착지의 환

경에 단순히 동화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

적인 행위자로서 출신국가와 정착지역의 다양한 

로컬리티에 동시적으로 연결되는 트랜스로컬리

티(translocality)의 특성을 나타낸다(Brickell and 
Datta, 2010). 트랜스로컬리티는 이주자의 초국가

적 실천을 보여주는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트랜스로컬리티 접근에서는 이주자의 다

양한 로컬리티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이주자

가 정착한 로컬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이용균, 2013; 정현주, 2010). 
이주자가 초국가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컬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남

영호 외, 2010; Dahinden, 2010). 이주자의 사회

적 관계는 장소에 토대를 두면서 형성되고 작동하

는데(Gielis, 2009), 이 과정에서 이주자는 장소를 



221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점유하게 되고 장소의 특성을 변형시키게 된다. 

투안은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소는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

한 장소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권력을 지

닌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가 창조된다(구동회·심

승희 역, 1995). Anderson(1991)이 밴쿠버의 차이

나타운이 백인 중산층의 중국인 차별에 의한 결과

임을 주장하였듯이 이주자의 공간은 지배집단의 

차별에 의해 의도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를 갖

는데, 권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흔적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소의 변형으

로 나타난다(Anderson, 2010). 
비록, 이주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반영하나, 지배집단이 이주자의 공간으로 

허락한 곳에서만 이주자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

성되고 발전한다. 즉, 이주자 집적지역은 지배집

단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자를 집중하도록 하는 권

력 관계의 결과이며, 이는 지배집단이 형성한 이

데올로기와 담론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개인은 지배집단이 부과하는 질서에 자발적

인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배적 질서를 전복

한다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포함

하기 때문이다(Anderson, 2010). 지배집단의 이데

올로기 형성은 결과적으로 한 장소에서 특정한 문

화가 나타나고 성장하는 토대가 되며, 도시환경

이 열악한 곳으로 이주자를 집중시키고 개발을 제

한하며, 지배집단과 이주자 집단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이주자 집단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장

소를 점유하면서 민족경관(출신국의 물질문화)을 

토대로 장소를 만들어 간다. 

이처럼 지배집단의 헤게모니, 이데올로기와 담

론은 결국 특정 장소로의 이주자 집중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자는 원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주자와 원주민과의 갈

등은 로컬에서의 지리적 경계가 발생되고(이주자

가 장소를 점유하거나 원주민의 압력에 의해 이주

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이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관계가 작동된다(Anderson,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자는 엔클레이브(en-

clave)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수행하

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깃든 장소를 만들

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초기 무슬림 이주자

들은 무주택자 임시 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거주

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주자의 집

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결국 원주민

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인종별로 분

리된 거주지역이 조성되게 되었다(르몽드 디플로

마티크, 2012년 9월호). 이처럼 프랑스에서 이주

자의 밀집지역은 지배집단으로부터 배제된 공간

에 이주자가 집중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생성되고 발전되면서, 이 지

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주자의 공간이 되었

다. 이처럼 이주자는 일상생활을 통해 특정한 로

컬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로컬의 특성을 변화시

키게 된다. 

2) 이주자의 주변화

이주자는 주류사회에서 타자로 범주화되는 경

향이 있는데, 계층, 젠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이주자는 동질적 존재로 간주되면서 주변화

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Gilmartin, 

2008). 이는 전통적으로 이주연구에서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개인보다는 국민국가라는 단

위에서 해석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Schiller and Caglar, 2009). 이와 같은 방법론

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는 민족

을 공통된 사회적 규범을 갖는 주체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2) 

이주자는 시민권의 부여 과정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시민권 부여 이후에도 차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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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다. 이주자에 대한 차별은 주류사회의 묵

인과 권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용일, 

2009). 이와 같은 이주자의 차별을 완화하고자 각

종 다문화 담론에서는 정의와 분배의 정치, 인정

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최병두, 2009; 최병렬, 

2009). 그러나, 이주자를 관용의 관점에서 인식한

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의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아닌 관리의 대상이란 의미를 내포

하며, 관용의 대상자로 규정된다는 것은 지배집단

의 타자로 인식될 수 있다(박경환, 2008; 이희은, 

2011). 
미디어는 지배집단이 이주자를 타자화시키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는 사회의 고

정관념, 편견, 차별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

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각종 차이를 강조하면

서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기도 한다(정의철, 

2011).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는 이주자를 가

난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사람으로 인

식시킨다. 물론, 미디어는 이주의 확대, 문화의 혼

성, 다문화 사회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 폭을 넓히

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주류 미디어는 이주자를 

관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주류의 동질문화와

는 다른 것으로 타자화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부

인하기 힘들 것이다(Ehrkamp, 2006). 이처럼 주

류미디어는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주

자 담론을 형성하면서 이주자는 사회의 안정적 발

전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험인물로 묘사되면서 지

배집단 중심의 사회 건설 이미지가 재생산된다. 

소수인 이주자가 사회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파두라이에 의하면, 전 지

구화된 세계에서 소수자는 경계를 흐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류사회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분류

된다(장희권 역, 2011). 소수인 이주자가 사회적

으로 두려운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주자의 사회

의 구성과 장소의 실천이 주류사회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사회는 이데올로기로

서 규정된 특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정상적인 것

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심승희 역, 

2012). 주류사회는 이주자가 특정 장소에 정착하

여 장소를 점유하면서 이주자의 민족경관을 만드

는 것은 적절한 장소의 실천이라 인식하지 않는

데, 이주자의 장소 점유는 지역에 대한 좋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사회서

비스에서 배제되면서, 낙후된 공간으로 전락시킨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사회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

면서 이를 지역쇠퇴 담론과 결부시키고 결국은 타

자의 공간으로 범주화 시킨다(Anderson, 1991). 
이주자는 주류사회의 이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이주자의 범죄는 과장의 과정을 거쳐 주류

사회의 우려 요소로 재생산된다. 이주자가 집중적

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주류사회의 이상을 실천하

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

로 인식되며, 이주자의 문화는 주류문화의 가치와 

실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르몽드 디

플로마티크 2011년 9월호). 이탈리아의 북부지역 

원주민들은 소득이 낮은 남부지역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남부지역은 다양한 유색

인종의 진원지로서 북부 이탈리아의 문화적 결속

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심승희 역, 2012). 
이주자의 타자화 담론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

한 점은 고정관념에 의한 사회담론을 상황과 맥락

에 따라 재해석하고 해체하는 것일 것이다. 정해

진 동질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비

교에서 동질성이 부상하며, 차이가 발생한다. 따

라서 차이(다름)은 극복되거나, 관용이 필요하거

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차이란 스스로 주체성

과 생명력을 지닌 비교의 대상일 뿐 차이의 존재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자는 인종, 민족, 직업, 젠더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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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접근은 악한 것이고 다

문화 접근은 선한 것이라는 사회담론도 신중한 접

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배집단과 소수자의 권력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

다(권온, 2010; 박경환·진종헌, 2012).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의 증가는 글로벌 경제와 자본에 의

해 주도 되었고, 이주자의 타자화는 지배집단 이

데올로기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주도 되었는데,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이주자와 주

류사회의 하층계급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주자가 사회적으로 타자화 되는지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장소 변화

1)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

한국계중국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

로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국

에 거주하던 한국계중국인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였으며, 한국계중국인이 밀집한 연변지역에

만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김화선, 2011).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형성될 때 한국계중국인의 

인구비율은 약 60%에 해당하였으나, 한국으로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현재 그 비율은 약 30%로 감소

하였다. 현재 연변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한국계중

국인의 인구유출에 의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 마

을의 해체, 전통적 가치의 훼손, 연변자치주의 해

체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김화

선, 2011; 이민호, 2012). 
2011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25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은 982,461명 이었으며, 이 중 한국계중국인은 

389,398명 이었다(법무부, 2011). 한국계중국인

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통

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불법 

체류를 포함한 미등록 인원을 감안하면 국내에 거

주하는 한국계중국인 수는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으로 이주한 숫자도 많지

만, 특정 장소에 집중되면서 로컬의 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영민 외, 

2012). 한국계중국인은 서울(46%)과 경기(35%)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영등포구(9.8%), 구로

구(7.3%), 안산의 단원구(5.6%)의 분포가 높게 나

타난다(이용균·이현욱, 2012). 서울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가리봉-대림

동 일대이며, 다음으로 많은 곳이 자양-화양동 일

대이다. 2011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자양-화

양동 일대의 등록 한국계중국인의 수는 5,523명에 

이른다. 자양4동에는 2,770명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왜 자양-화양동 일대에 집단적

으로 거주하며, 왜 중국음식문화거리에 한국계중

국인 식당이 집적되는가? 중국음식문화거리가 위

치한 자양동 동일로 18길 주변에는 대학, 쇼핑센

터, 지하철역(2호선과 7호선), 고급 아파트, 노후

된 주택, 소규모의 공장이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

양동과 화양동 일대는 저가의 임대가 가능한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단기간 체류를 원하는 이

주자로서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기에 용이하였

다. 또한, 주변에 성수동의 공장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곳과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한국계중국인의 집중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동일로 18길 일대는 1980년대부터 식당이 밀집

된 곳이었다. 성수동 일대에 밀집되었던 중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식당들이 공장이 폐업

하거나 종업원이 감소하면서 식당도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다. 동일로 18길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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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던 식

당을 한국계중국인이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었다. 2002년부터 한국계

중국인 식당이 입지하기 시작하여 2009년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동일로 18길의 226개
의 상가 중 60개가 한국계중국인 상가이다(이영민 

외, 2012). 동일로 18길을 따라 한국계중국인 식당

이 밀집되자 광진구는 이곳을 중국음식문화거리 

일명 양꼬치거리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곳이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된 배경에는 

가리봉-대림 일대와 차별화를 원하는 한국계중

국인의 유입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영민 외, 2012).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증가

하면서 일부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가리봉-대림 

일대와는 이미지가 다른 새로운 공간을 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양동 일대에서 경제활동을 추구하

게 되었다. 자양동 일대는 가리봉-대림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하며, 주변에 대학과 대

형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다수

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계중국인

의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중국인들은 대림동에 비해 자양동 일대

는 안정하고 깨끗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준다고 보

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의 시각에서는 대림동과 자

양동이 비슷할 수 있으나, 한국계중국인들이 느끼

는 장소감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림동이 

모든 한국계중국인을 위한 경제활동의 공간이라

면, 자양동은 보다 잘사는 한국계중국인과 한국인

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공간이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한국계중국인 식당은 가리봉-대림

동의 체인에 속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

들이 비슷한 업종 간 확대를 통해 민족경제를 확대

하듯 한국계중국인도 비슷한 형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이영민 외, 

2012). 가리봉-대림동이 한국계중국인의 초기 정

착을 위한 교두보로 작용했다면, 자양동은 한국계

중국인 중 계층 간 차별화를 추구하고, 중국인보

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

해 상권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에 의해 주

변 경관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중국어 간판이 동

일로 18길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섰고, 양꼬치 식

당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거리의 전

반적 모습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의 변화는 주변 원주민 상인들로부터 많은 비

판과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한국계중국인의 증가는 

한국인의 주권 상실과 사회의 위험 가중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는 

피해담론도 대두되었다.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입

지에 따른 로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먼저 중국

음식문화거리 내 원주민 상인들의 외국인과 한국

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2) 장소 변화의 지배 담론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한국인 상인 41명 중 34명
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다.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문화의 유입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세계화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유입과 문화의 혼성은 피할 수 없는 현

상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전

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향할 새

로운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상인

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유입 자체를 싫어하고 있

으나, 50대 이하의 연령에서 외국인의 유입을 대

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우리사회

에서 연령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수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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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외국인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대체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차

이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3) 

이처럼 대다수의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으로 외

국인과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을 글로벌화의 과정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계중국인의 자양동

의 중국음식문화거리 내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는 강한 반감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

한 님비즘(Nimbyism)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

겠다. 한국계중국인이 같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

고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의 문화는 한

국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음식문화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예

를 들어, 한국계중국인의 음식을 우리나라의 음식

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음식으로 인

식한다. 한국계중국인의 음식을 또 다른 한국음식

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음식으로 인식한

다는 자체가 원주민 상인들의 강한 반감을 보여주

는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만이 한국계중국인을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 인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연구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요즘 추세가 다 그러니까…들어와도 괜찮지. 

추세가 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

연구자:  여기가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구술자:  차이나타운이 됐잖아요.

연구자:  이렇게 차이나타운으로 바뀐 것에 대해선 어

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불만이지, 당연히 불만이지.

연구자: 어떤 점이 불만이세요?

구술자:  이게, 완전히 중국놈들 판이니까. 뭐, 우리로

서는 당연히 살 수가 없지. 음식점이 뭐, 입에 

맞어, 뭐, 전부다. 한국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식당 같은 게 다 없어졌잖아.

연구자: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구술자:  그래, 있던 게 다, 중국거리가 된 거지. 다문

화고 뭐고, 다 불편하지, 한국사람에게… 

하지만, 원주민 상인들에 의한 한국계중국인의 

타자화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들의 유

입에 의해 상점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

입에 따라 상점의 수익이 감소한 상인들은 이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 원주민 상인들에게 한국계중국인이란 먹고 살

기 위해서라면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어도 상

관없다고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은 임대료 상승으

로 이어지면서 원주민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대료 상승이 

한국계중국인의 교양 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월 40만 원에 해당

하는 가게가 한국계중국인에게는 월 50만 원의 조

건으로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계중국인 상

점들은 집적을 통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주

의적 태도 때문에 가게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고 

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일부 원주민 상인들은 

이러한 한국계중국인의 태도를 교양 부족에 기인

한 먹고 살기에 근거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해

석한다. 

상당수의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

입은 중국음식문화거리가 위험공간으로 변모하면

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식

한다. 이 장소는 낮에는 안전공간, 밤에는 위험공

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위험공간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술 먹고 싸우는 한국계중국인이 많다

는 점이었다.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의 집중은 장소



이용균226

의 문화적 동질성을 저해시키고, 거리의 환경문제

를 야기하고, 장소의 치안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인식한다. 

연구자:  중국거리가 조성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구술자:  너무 집중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중국 사람들

이 억세고, 자기들 편할 대로만 생활하고 주

의를 주면 오히려 공격적이고. 술 먹고 싸우

고 하면 한국인들은 저리 가라예요. 병으로 

찍고, 칼 들고 싸우고, 치안이 안 좋아졌어요.

(A38, 40대 남성)

이러한 한국계중국인 상인들에 대한 반감은 전

체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고 있었

는데, 이러한 대표적 방법은 이들을 도덕성이 없

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계중국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한 방에서 서로 

모르는 남녀가 동거하고, 서로 즐기다가 때가 되

면 헤어지는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

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의 지배집단이 피식

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도덕적 타락을 내세웠던 것

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이영민·박경환 역, 

2010). 즉, 소수자를 도덕적 타락과 동등하게 위

치지우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지배집단의 전략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

입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이들의 태도는 한국계중국인 

유입을 자연스럽게 보면서도 유입에 따른 좋은 점

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은 소수의 엘리

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반영한다. 

4. 지역쇠퇴 담론과 한국계 

중국인의 주변화

1)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지역쇠퇴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

유는 주변의 한국인으로부터 진보적 장소감을 가

져오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

부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사회의 이주자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한국계중국인도 자신들의 문

화적 향수를 공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음

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증

가하면서 연민의 정서가 불괘감과 불안감의 정서

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주민들은 한국계중국인들을 강압적으로 떠나

게 할 수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떠나주었으면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중국음

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 상가가 빠르게 확

대되면서 나타났다. 이주자가 정착지에 뿌리를 내

리는 과정은 생존을 위한 지배집단과의 투쟁이 내

재되어 있고, 이주자는 강한 민족 중심의 네트워

크를 통해 장소를 만들어 간다(Mitchell, 2000). 
이주자가 민족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특

정 장소에 집중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조건에 해

당할 수 있다. 주류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한국계중국인은 자양동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경

제적 토대를 구성하고, 다른 한국계중국인과의 광

범위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계중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

기로 일하기 때문에 원주민 상인들은 이들과의 경

쟁이 힘들다고 느끼며, 차츰 이들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음식문화거리 내에서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경계

심이 커지고, 이들로 인한 피해담론이 생산되고 

확대된다. 이러한 피해담론은 한국계중국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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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의 잠식으로 확대 해석되는데, 이는 안산

시 원곡동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안산시 원곡동

의 원주민들은 지역개발의 정체가 이주자의 유입

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대량 유입이 지역개발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이부미, 2011). 한국계중국인에 의한 장소 점

유는 거주 영토의 주권을 뺏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권온, 2010). 
이와 같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이로 인한 

피해담론은 원주민 40대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짐

작할 수 있다. 

연구자: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중국인들이 떠나야 하는데(웃음). 그건 불가

능하잖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

라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하는데, 이젠 중국 

사람들이 시장까지 파고들었다니까. 예전엔 

우리가 꺼리는 동네에만 중국인이 살았는데, 

이제는 2층 전세를 얻어놓고, 화려한 벽지를 

발라놓고. 자기들 스타일대로 그러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밀리는 느낌, 당하는 느낌…그

리고 몰려 다니고, 엄청 시끄럽고, 싸우고…

자꾸만 우리나라가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의

해 잠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사

회가 어떻게 되려고…  (A28, 40대 여성)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는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한다. 한

국계중국인은 값싼 주거지를 원하기 때문에 노후

된 주택의 임대를 원하고,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

를 원하는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의 

개량을 원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의 유

입은 지역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인데,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은 안전했던 지역을 우

범지역으로 변화시켰고, 결국은 정부의 지역개발 

계획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배제의 공간으

로 상상한다.

연구자:  여기서 오랫동안 사업 하셨는데, 조선족의 유

입에 따라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이제 발전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저거들(조

선족)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중국인(조

선족)이 구로동이나 영등포, 그 쪽에 많은데, 

영등포에도 굉장히 번화가가 많지만, 중국인

들이 많이 사는 그 쪽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중국인(조선족)들이 많이 가서 상권

이 형성된 곳은 개발이 안 돼요…여기가 강남

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방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것도 많아요. 한국사람 안 들어가

요. 근데 그런 거를 중국사람(조선족)들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소화를 해줘요…열악한 방

들을 그 사람들이 소화를 해줘요. 그런 게 안 

나가면 주인들이 리모델링 하겠죠. 깨끗하게 

방을 놓기 위해서. 근데 그게 소화가 되니까, 

그냥 두니까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거에요.  (A27, 40대, 남성)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으로 거리는 예전보

다 깨끗해졌고, 방문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지

면서 보다 활기 찬 거리가 되었다. 이곳을 방문하

는 일반인에게는 특이하고 색다름을 추구하는 공

간이지만, 원주민은 이곳이 점점 살기 힘든 곳으

로 낙후된 지역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은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개발과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주변 경관

이 정비되었지만, 과거의 거주자였던 노동자 계

급은 예전의 동질적 유대감을 그리워하면서 과거

보다 못한 장소가 되었다고 비판한다(심승희 역, 

2012). 
이와 같이 이주자의 장소 점유에 의한 로컬의 변

화는 지역 원주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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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장소의 발전이 아

닌 이주자의 유입이 있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낯

선 환경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낯선 이방인에 의

한 장소 점유는 원주민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동

시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계중국인은 지역발전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계중국인

은 어떠한 맥락에서 주변화되고 있으며, 한국계중

국인의 유입에 따른 로컬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

는 것이 바람직한가? 

2)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와 로컬의 변화

원주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국계중국인을 만

나고 접촉하면서도 이들을 이방인으로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 한국계중국인들이 주변 주택가에 

집중되는 현상을 외국인에 의한 장소의 잠식이라

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한국계중국인

이 주변화 되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상황에 따라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주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 상인들은 상황에 따라 한국계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중국인으로 인식하

기도 한다. 한국계중국인을 외국인(중국인)이라

고 인식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방문 노동자’

라는 인식이다. 즉, 한국계중국인은 생활이 목적

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자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계중국인

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답게 살아가기 보

다는 자신의 문화를 내세우면서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방문한 한국계중국인

은 왜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 인식되는가? 여기

에는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싫음과 혐오가 작동한

다고 판단되는데, 한국계중국인을 자신들의 삶과

는 다른 존재로 차별화 시키려는 원주민 상인들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쟁 관

계에 있는 한국계중국인 상인들은 쉽게 주변화 될 

수 있는데, 주변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여권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이 외국인으

로 주변화 되는 것은 국적에 따른 원주민 상인들

의 범주화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 상인은 한국계중국인

을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역

사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데, 중국과 북한은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

문에, 중국인은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

다. 이런 점에서 한국계중국인이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

는 존재로 인식된다.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글쎄요. 그건 참, 당연히…그 사람들도 외국

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인은 아니

죠? 한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한국인은 아니

죠! (A19, 50대 남성)

한편,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되

는 경우에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역사에 근거하

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인식된다. 

이처럼 역사에 근거했을 때 한국인이라는 동질감

이 형성되고, 한국계중국인의 이주 역사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그리고 연민의 대상이 된다.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자: 혹시, 그 이유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구술자: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쪽에 살다

가 이주했잖아요. 옛날에…옛날에 아픈 과거

가 있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역사적 아픈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이쪽에 사셨

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한국인이라 생

각해요. 다른 외국인들보단 조금 더 동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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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게 조금 더 있다고 봐야죠.

(A21, 30대 남성)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단 핏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줄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문화적으

로 내지는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얘기하

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뿌리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같다고…뭐.

(A25, 30대 남성)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역사에 근거한 해석에 따른 경향이 있었

으며,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국적이나 

정치적 현실에 따라 해석하고 있었다. 원주민 상

인들에 의한 한국계중국인 주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단순 노동 이주자, 결혼 

이주자, 사업차 방문자, 관광객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한국계중국인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에서 학습된 

한국계중국인의 이미지가 동일로 18길이란 장소

의 한국계중국인 상인을 동질 집단으로 규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가 로컬에 미

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

에서 시민권자, 방문 노동자, 학생 등의 다양한 계

층과 위치성을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

다. 비록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주류사회가 

허락한 곳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

소 점유는 한국계중국인의 자발적인 이주와 정착 

과정을 반영한다. 즉, 이주자로서 한국계중국인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작동시키면

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형

성은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유입

을 가져오고 있으며, 광진구청에서는 중국음식문

화거리의 조성과 다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쇼핑센터는 

한국계중국인의 증가에 고무되고 있으며, 주변의 

낙후된 주택지역은 한국계중국인의 거주 증가를 

환영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 공간으로서 그리고 

경제 공간으로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는 로

컬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역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지역쇠퇴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계중국인을 주변화 시키려고 하

는가? 로컬의 변화에서 왜 원주민 상인과 한국계

중국인 상인은 갈등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는가? 

이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가 단순히 주류사회의 주

변화와 타자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

과 관련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로벌화와 초국가적 이주를 자극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자본의 영향이다.4) 즉, 국제이주를 

자극한 것은 자본과 지배계층인데, 실제 사회에서 

이주자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계층

에 속하는 원주민 상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

례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따른 원주민 상

인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

의 포함과 배제 논리를 주변화 담론을 통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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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주 연구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로컬

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주자의 사

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주자에 의한 장

소 점유와 로컬의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

다.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으로부터 한국계중국

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자양동의 동일로 18길을 

따라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확대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중국음식문화거리는 가리봉-대림 일대

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새

로운 한국계중국인의 공동체 공간으로 작동하면

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주자는 주류사회의 이상과 맞지 않는 타자이

기에 사회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는 경

향이 있다. 한국사회는 한국계중국인 유입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우리 주변으로의 한국계

중국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원

주민 상인들로 하여금 한국계중국인을 위험하고, 

비도덕적이고, 돈만을 생각하는 이방인으로 주변

화 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계중국

인의 유입은 안전한 공간을 위험한 공간으로 변모

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

으로 인식된다.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따

른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원주민 상인들로부터 한

국계중국인의 주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계중국인은 민족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이

자 외부인으로 타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화

에 의해 한국계중국인은 혈통에 의해서는 한국인

이지만, 국적과 문화에 의해서는 중국인으로 범주

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주변화는 이

주자에 의한 로컬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게 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음식문화거리는 과거 

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의 주요한 정체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는 

로컬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기보다는 

한국계중국인의 유입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자 문

제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계

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따른 원주민 상인들의 한국

계중국인 주변화와 지역쇠퇴 담론의 생성과 확대

는 향후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주자에 대

한 타자화와 고정관념의 해체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특히, 주류 미디어에 의해 생성되는 이주자의 

위험담론은 우리사회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므로, 사회담론이 형성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

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음식문화거리 내의 원주민 상가

에 대한 조사에 의한 것으로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많은 한계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후

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연구

의 결과가 자양동 전체, 서울시 전체, 한국 전체의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

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장소에 따라 한

국계중국인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

고, 향후 한국계중국인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식에서 변

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이주자의 포함과 배제에 대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

며, 무엇보다도 이주자의 관점에서 사회와 로컬의 

변화를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

1)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을 법무부의 공식 용어인 ‘한국계중

국인’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문의 인터뷰 내용에 

나오는 조선족이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이용균, 2013). 첫째, 이주자는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동질적인 존재로 인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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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이주자의 초국가적 실천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

명되면서 로컬리티 수준에서 이주자의 특성이 간과된다. 

셋째, 이주자의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다. 넷째, 한 

국가 내에서 특정 민족집단의 특성을 전체 이주자의 특성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3) 교육수준은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41명의 원주민 상인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단지 4명에 불과하기에 교

육수준에 따른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4) 초국가적 이주의 상당 부분은 자본의 역할과 관련된다. 공

장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근무 환경의 악화는 자본

가 입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 결국, 

자본가의 요청에 의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 외국인 노

동자의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자본가는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해외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면서 노동 착

취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이주자의 활용은 국내 

노동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자본가에게 직면한 문제를 정

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결과에 해당한다. 결혼이주자의 유

입과 가사도우미의 유입도 가부장제의 지속과 지배계층

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지속이라는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

며, 결국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의 심화가 농촌지역에 결

혼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부터 가사도우미의 수입을 부추

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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