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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초국가주의가 가속화되면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이주는 이른바 글로벌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와 같은 이주 이론가들은 현 시대

를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고 규정한다.1)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의 접촉은

*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1) 이선주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006년 제22권 제

4호,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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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70,873명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거주국과 모국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디아스포라(Diaspora)2) 집단이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

는 화교 또한 이 같은 디아스포라에 속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비

극적이고 강제적인 이산, 노동ㆍ상업ㆍ식민 활동을 통한 집단이주, 집단적 기억과

모국에 대한 이상화, 종족적 집단의식의 유지, 거주국 사회와의 불화, 다른 사회에

거주하는 동일 종족집단과의 연대의식 등의 의미들로 표현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서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 활로를 찾아 한반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던 한국 화교

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 냉전과 이로 말미암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중국인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종족적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해오

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한국 사회의 오랜 일원이면서도 영원한 이방인으로, 타

자로 인식되어 왔다.

중국인의 한반도 이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화교라

지칭되는 사람들의 본격적인 이주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청국 간에 체결

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계기로 시작되었다.3)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화교는 이처럼 근대 이후 이주한 중국인들의 후손

이다. 이들은 중국인이라는 자의식과 함께 근대 디아스로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필연적으로 다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근대

이후의 ‘민족’ 개념을 규정하는 3요소인 언어, 혈통, 영토 중 하나로, 화교디아스포

라의 다중 정체성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는 근대 이후 한반도로 이주한 화교디아스포라의 언어 정체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화교의 이주, 정착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이를 통해

2)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다. 특정 인

종(ethnic)집단이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자어로는 파종(播種) 또는 이산(離散)이라고도 한다. 난민 집단의 형성과도 일정정도

관련되어 있지만, 난민들은 새로운 땅에 계속 정착하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과 달리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을 의미한다.

난민 외에도 노동자, 상인, 관료 등의 신분으로 이주한 사례도 디아스포라에 해당한다.

3) 崔承現 《韓國華僑史硏究》(香港,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2003), 3-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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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언어 환경 및 이중언어(bilingualism) 습득 과정과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의 언어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연구의 대상은 근대 이후 한반도로 이주한 화교디아스포라

이다. 구체적으로 이주과정의 고찰 대상은 주로 근대시기 직접 한반도로 이주했던

이주 당사자들로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와 기타 관련 기록들을 활용하였

다. 더불어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정체성 고찰을 위해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 화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주요 화교 거주지인 인천과 부산 지역 화교 각 20명씩 총 40명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40명 중 최근 한국으로 이주한 이른바

‘신화교’라 지칭되는 중국인 1명과 조선족 3명을 제외한 36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 19명, 여성 17명; 연령대는

10대 8명, 20대 6명, 40대 5명, 50대 12명, 60대 5명으로 각각 분포되었다. 한

편 응답자들의 직업은 학생 12명, 교사 12명, 상업 4명, 사무직 3명, 약사 1명,

요리사 1명, 가이드 1명, 지배인 1명, 무직 1명 등이었으며, 학력은 고교 재학 9

명, 고교 졸업자 9명, 대학 졸업자 17명, 대학원 재학 1명으로 대체적으로 고등학

생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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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고 대 대학원
남 여 10 20 40 50 60

재 졸 재 졸 재 졸

19 17 8 6 5 12 5

학생 12 / 교사 12

상업 4 / 사무직 3

약사 1 / 요리사 1

가이드 1 / 지배인 1

무직 1

9 9 17 1

<표 2> 응답자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분포

설문조사 응답자 가족의 연령대별 이주 시기는 10대～20대의 증조부 때가 5명,

조부 때가 11명; 40～60대의 증조부 때가 1명, 조부 때가 10명, 부모 때가 12명

으로 한 세대를 평균 30년으로 계산하여 각 연령대화 합산해보면 전반적인 이주

시기가 대략 80년～120년 전 쯤으로 이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근대 화교디아스포라의 이주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1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증 조 증 조 부 조 부 증 조 부 조 부

1 7 2 3 1 3 2 1 5 6 2 3

<표 3> 응답자의 이주 시기

한편 한국 화교의 출신지는 일반적으로 산동(山東) 지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설문 참여자들 또한 그 조상의 출신지로 중국 산동이 30명(83.4%)으로 가장

많고, 하북(河北), 요녕(遼寧) 등 중국 기타 지역이 3명(8.3%), 대만이 3명

(8.3%)이었다. 한국 화교의 종족성(ethnicity)은 같은 지역 출신으로 같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질성이 대체로 잘 유지되었고, 특히 배타적인 결혼관습

이나 화교학교의 제도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설문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이주시기, 출신지역 등은 화

교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 설문 대

상자의 선정 및 설문 결과의 분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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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문헌 및 면담조사

한국 화교의 정체성은 그들의 존재로부터 규정된다. 따라서 화교의 정체성에 대

한 고찰은 화교라는 존재의 기원 즉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한반도

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한국 화교

의 이주과정은 한국 화교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출발점이자 그들의 언어정체성을 담

보하고 있는 유전적 원형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의 이주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주 과정의 추적은 일종의 역사의 서술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역사가 시작과 끝을 가진 인간의 이

야기라고 할 때, 역사의 3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이다. 이 3요소 중에 무엇에 중

점을 두느냐에 따라 역사의 구성과 체계가 달라진다.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시간적

으로 근대를 지향하며, 영토적 공간은 모국을 떠나 있되 출신 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발생의 시간적 출발점을 찾아가고, 그들이

강제된 공간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여

왔는지를 유형화하는 ‘계보학(genealogy)’적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각종 이주 관련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한국 화교의 주요 집거지에 대한 방

문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내와 중국의 화교 관련 기

관을 통해 획득한 한국 화교의 이민사와 이주 과정에 관한 기록들을 분석하고, 인

천, 부산 등 국내의 주요 화교분포지역을 방문하여 이주 배경과 이주 과정 등에 대

한 기초적인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이 연구에서는 직접관찰의 대체방법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한다. 언어정체성

의 고찰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 환경과 언어 습득 과정,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선택 즉 이중언어의 사용양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향유했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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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설문 문

항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주제를 포함한다.

첫째, 언어 환경 및 이중언어 습득 과정

둘째, 이중언어 사용양상

셋째,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정체성

설문 문항은 주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에서 언어 환경 및 습득

과정에 대한 조사는 ‘부모의 화교 여부’, ‘부모의 사용 언어 상황’, ‘모어와 제2언어

의 습득 과정’, ‘본인의 학교 환경’ 등을 파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질문들

은 이중언어 화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배경을 엿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항목들이다. 이중언어 사용양상에 대한 질문은 한국 화

교 화자의 ‘언어선택(language choice)’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질문은 이미 일정

환경 하에서 이중언어를 습득한 화자로서 지금까지 사회 및 가정에서 어떠한 언어

선택의 양상을 가져왔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언어 사용자들에게

언어선택은 대화 상대와 대화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다중언어 사회에

서는 특정 언어의 선택이 특정 사회영역 혹은 기능에 관습적으로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언어선택의 양상은 관련 사회 혹은 공동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언어적 정

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설문 응답자들이 한국, 중국, 대만,

한국 화교 중 스스로를 어느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묻는 문화적

정체성 관련 질문,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언어적

정체성 관련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 같은 설문 항목들은 앞의 언어 환경 및 습득

과정, 이중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설문 결과와 더불어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Ⅲ. 한국 화교의 한반도 이주와 정착

1. 한국 화교의 한반도 이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의 201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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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계자료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대만(中華

民國) 국적 인구는 총 28,401명으로 이들이 바로 근대 시기 한반도로 이주해 온

이른바 ‘구화교(舊華僑)’이다.4) 본고의 논의의 대상인 근대한국 화교디아스포라는

바로 이들 구화교를 지칭한다.

중국인의 한반도 이민은 일찍이 진한(秦漢) 시기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

다.5) 하지만, ‘중화민족’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가진 화교의 이주는 1882년 6월 임

오군란(壬午軍亂)을 계기로 조선에 파견된 청국군인 3천명과 군수품 보급을 위해

동반한 군역상인(軍役商人) 40여명의 입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조

선과 청국 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陆贸易章程)’을 통해 본

격화되었다. 중국 근대사의 기록에 따르면 청(淸) 태종(太宗) 숭덕년(崇德年)에 조

선은 청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해 조청(朝淸) 변경 지역인 신의주, 회령, 경원 등지

에서 매년 1～2회의 물물교환 형식의 교역을 진행하는 ‘북도개시제(北道開市制)’를

실시하였다. 1881년 1월,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청국에 ‘북도개시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고, 임오군

란을 계기로 1882년 8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정식 체결되었다. 장정의 체결

로 청국은 인천 개항장에 조계(租界)를 설정하고 가옥 임대와 토지 소유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경성(京城;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서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화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883년

209명이던 화교 인구는 1931년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6)을 기화로 격심한 배화

풍조(排華風潮)가 일어나기 전인 1930년에는 67,794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만

4)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세기 말

부터 한국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중화민국 국적의 ‘구화교’이고,

다른 하나는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새로운 이민물결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중화

인민공화국 국적의 ‘신화교’이다.

5) BC11세기 은(殷) 말의 기자(箕子)로부터 중국인이 한반도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위만조선(衛滿朝鮮), 한사군(漢四郡) 설치 등을 통해 계속되었다.(楊昭全, 孫玉梅《朝

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27-38쪽 참조)

6) 1931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만보산 지역의 관개수로 공사를 둘러싸고 한ㆍ중 두 나라

농민 사이에 일어난 분쟁으로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한국 신문의 보도

에 한국 국민이 격노하여 전국의 화교를 공격하였다. 후에 이 사건이 두 종족 사이의

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간계였음이 드러나자 한국과 중국 양 측 지도자의 주선으

로 곧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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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사건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중국인의 한반도 이주가 계속 이어져 광복 직전인

1942년에는 82,661명에 달했다.7) 근대 시기 한반도로 이주한 화교의 대부분은

산동성 출신으로 약 90%를 차지한다.8) 산동화교의 한반도 이주는 기본적으로 양

지역의 송출요인과 수용요인의 작용으로 빚어진 결과이다. 산동성은 높은 인구밀도

와 소농경제의 몰락, 제2차 봉직전쟁(奉直戰爭)과9) 이후의 계속되는 전란, 봉천

(奉川)계 군벌 군무독판(軍務督辦) 장종창(張宗昌)에 의한 무거운 세금, 1920년

대 중반 이래 은화(銀貨) 폭락과 물가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송출요인을 가지고 있

었으며 수한(水旱), 황해(蝗害) 등 자연재해가 거듭되고 있었다. 더불어 일본제국

주의의 산미증산계획(産米增殖計劃)에 의한 수리공사, 철도, 도로 등 각종 대형건

축 및 정비 사업에서의 노동력 수요 등이 수용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 이러한 송

출요인과 수용요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약 400Km 밖에 되지 않는 지리적 근접성

으로 인하여 산동인구의 대규모 한반도 이주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외에 중국인

의 한반도 이주는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았던 남만주(南滿洲), 내몽고(內蒙古)

일부 지역 등 동북지방으로 먼저 이주하였다가 이후 다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한반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청 정부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국

내 이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만주(滿洲) 3성(省)인 봉천성(奉天省)，
길림성(吉林省)，흑룡성(黑龍省)의 경우, 1907년 1,700만 명 미만이었던 인구수

가 10년 후인 1917년에 2,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

다.11) 또한 1929년 이전 과거 20년 동안 남만주에 정착한 한족(漢族)은 약

7) 박정동 <한국 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

연구원，2005년，17-22쪽 참조.

8) 박현옥ㆍ박정동 <한국 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보고서》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2003년, 23쪽 참조.

9) 정권의 패권을 놓고 중국 군벌(軍閥)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는

장작림(張作霖)의 봉천파(奉天派)와 영국, 미국의 지지를 받는 직례파(直隷派) 사이에

서 1922년과 192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0) 千田稔, 宇野隆夫 編 《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遼東半島》 京都, 思文閣,

2003년, 315-316쪽 참조.(김승욱<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

와 사회적 공간>; 《中國近現代史硏究》 2010년 제47집, 29-30쪽에서 재인용)

11) 高承濟 <華僑 大韓移民의 社會史的 硏究>; 《白山學報》 서울，1972년, 137-175쪽

참조.(朴銀瓊 <韓國 華僑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1981年 제52집, 102쪽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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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이었는데, 1929년 1년 동안 이주한 인구수만 100만 명에 가까웠다.12)

높은 인구밀도와 경지면적 축소로 인한 생활고,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동북지

역으로 대거 이주해갔던 사람들이 동북지역의 인구 증가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해 초기 청국 정부의 지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화교사회가 정착된 한반도로 재

이주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즉 중국의 국내 이동 정책은 결국 만주로 이동한 화북

(華北) 지방 출신의 중국인들이 한반도로 재이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

다.13)

한편 우선 가까운 항구나 국경 인접지역에 정착하였던 화교들은 거주 허용지역이

확대되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 변화됨에 따라 점차 내륙으로 거주 범위를 확대해나

가게 되었다. 인천, 진남포, 신의주 등 지역은 한반도로 진입하는 화교들의 이동루

트 상에 위치한 가장 핵심적인 결절점이었다. 화교들은 이곳을 거쳐 다시 경성(서

울), 부산, 평양, 원산, 북청 등 한반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14)

2. 한국 화교의 정착과 사회적 환경

개항 초기 화교는 청국 군인에 대한 군수물자의 보급, 면직물의 수입과 유통, 인

삼의 수출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경제작물의 재배로

대도시에 대한 채소류 공급을 독점하였다. 또한 8.15 광복 후에는 화교가 경영하던

무역회사 13개사가 홍콩, 상해, 연태, 청도 등지로부터의 생필품 수입을 전담함으

로써 당시 전체 수입의 21%, 수출의 1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 화교는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재와 경제적, 법

적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전쟁 직전 대형 무역상 등 상당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던 화교사회는 1948년 외국인에 대한 외환규제 조치, 1950년 창고봉쇄 조치

등 각종 화교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한국

12) 日本 外務省 通商國 《華橋硏究》 東京，1929.3, 11쪽 참조.(朴銀瓊 <韓國 華僑社會

의 歷史>; 《震檀學報》 1981年 제52집, 102쪽에서 재인용)

13) 朴銀瓊 <韓國 華僑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1981年 제52집, 103쪽 참조.

14)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支那人》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1924년, 13-22, 30쪽

참조.(김승욱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中國近現代史硏究》 2010년 제47집, 3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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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 중국 대륙과의 무역루트 또한 단절됨에 따라 화교의 무역업은 급격히 쇠

퇴하였다. 또한 1961년 외국인토지소유 금지 조치로 인해 당시 화교 소유 부동산

을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분쟁이 야기

되었다. 1968년 택지용 토지 2백 평과 상업용 토지 50평의 소유를 허용하였지만,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또는 자산 가치 증식을 위한 부동산 추가 매입을 금지하였

다. 이러한 상황은 IMF 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한국 화교는 교육 방면에서도 지속적인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다. 즉 1950

년대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화교학교를 임의단체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적으

로 화교의 취업과 진학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1999년 각

종 학교로서의 외국인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소 개선되었지만 약 40

년간에 걸친 교육제도의 차별은 화교사회의 축소와 배타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오랜 기간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도적 환경 하에서 한국의

화교학교는 대만학제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주당 3시간 정도에 불과한 한국

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15) 이는 한국 화교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사용 상

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밖에도 화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적지 않

았다. 아래 표는 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주요 규제 정책들이다.

15) 박정동 ․ 박현옥, 《한국 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

연구원,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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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내 용 비 고

1948년

외국인에 대한 출입 규제

외국인에 대한 외환 규제

화교의 신규 이주 금지

화교의 무역거래 비용 상승

1950년 창고 봉쇄 조치 현물을 대량 보관하던 화교무역업에 타격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한국인의 명의로 등록, 소유권분쟁 야기

1962년 통화개혁16) 대량의 현금 보유 화교에 타격

1968년
주택용 200평, 상업용 50평 이내에

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 허용
부동산가치상승에따른자산가치증식에서소외

1970년대
자장면 값 동결, 인정과세 실시17)

중국음식점 쌀밥 판매 금지

화교 경영 중국음식점의 수익성 악화(쌀밥 판

매 금지는 바로 해제)

1950～

1990년대
귀화 억제 정책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

1950～

1990년대
화교학교를 임의단체로 분류

화교의 취업과 진학에 불리 (1999년 ‘각종학

교로서의 외국인학교’로 인정)

<표 4> 한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주요 규제 정책

이상과 같은 한국 화교의 이주, 정착 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배타적 속성을 가지게 만들었고, 또한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인들과의 적극적인 타협 또는 조화를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상

황 하에서 언어는 그들의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매개이자 종족 유지의 생존 수

단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외의 조건으로 인해 그들은 필연적으로 이중언

어 환경을 수용, 견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16) 8.15 광복 후 두 차례의 통화개혁이 단행되었다. 제1차 개혁은 “긴급금융조치법”에 의

거하여 1953년에 단행되었는데, 전후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여 경제안정을 도모

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화폐단위는 100:1로 평가절하 되었다. 1962년 “긴급

통화조치법”에 의거하여 단행된 제2차 통화개혁은 장기산업개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실시되었다. 화폐는 10:1로 평가절하 되었고, 단위는 환에서 원으로 개칭되었다.

17) 인정과세(認定課稅)는 실적과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추계 과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추계란 불확실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

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신고 또는 불성실 기장을 전제로 정부가 조사한 간접

자료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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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

1. 언어 환경 및 이중언어 습득 과정

출생 후 처음 배운 언어 즉 모어와 출생 후 두 번째로 배운 언어 즉 제2언어에

대한 조사는 이중언어 화자의 언어 환경을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 후 처음 배운 언어가 중국어라는 응답이 21명(58.3%),

한국어라는 응답이 13명(36.1%),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웠다는 응답이 2명(5.6%)

으로, 처음 배운 언어가 중국어라고 답한 이와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웠다고 답한 이

를 합쳐 중국어를 모어로 여기는 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였다.18)

<그림 1> 출생 후 처음 배운 언어

출생 후 두 번째로 배운 언어가 한국어라 답한 사람이 19명(52.8%), 중국어라

고 답한 사람이 16명(44.5%), 두 언어를 동시에 배웠다는 사람이 1명(2.8%)으로

절반 조금 넘는 수가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인식하는 언어 환경에서 성장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제2언어를 습득한 시기가 그것이 중국어든, 한국어든 관계없이

적어도 취학 전인 7세 이전인 경우가 32명(88.9%)에 이르고 있다.

18)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틀 및 서술은 손희연, 서세정 <한국 화교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연구>(《사회언어학》 2008년 제16권)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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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생 후 두 번째 배운 언어

위의 결과는 이들의 취학 전 언어 환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은 영유아기 시절

언어 환경이 이중언어 환경이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적어도 이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

화교가 자신들의 영유아기 언어 습득 환경을 하나의 단일한 언어 환경으로만 인식

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이

그들의 종족성의 근간이 되는 중국어로만 국한 되지 않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공존

하는 다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부모와 관련된 응답 결과를 통해 이해될 수 있

다. 우선 ‘부모님은 모두 화교’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화교라고 응답한 수는 29명

(80.6%), 아버지만 화교인 경우는 7명(19.4%)이다.19) 한편, ‘부모님은 중국어 /

한국어를 사용’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모가 모두 화교인 29명 중 부모 모두 한국

어, 중국어 혼용 17명(58.6%); 부모 모두 중국어 7명(24.1%); 부친 혼용, 모친

한국어 2명(6.9%); 부친 혼용, 모친 중국어 2명(6.9%); 부친 중국어, 모친 혼용

1명(3.44%)이었다. 또한 부친만 화교인 7명 중 부모 모두 혼용 2명(28.6%); 20)

부친 중국어 모친 한국어 4명(57.1%); 부친 혼용, 모친 한국어 1명(14.3%)이었다.

19) 아버지만 화교라고 답한 7명 중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인 경우가 1명 있었다.

20) 이 중 한 경우는 모친이 중국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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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와 관련된 설문 응답 :

1. 부모는 모두 화교인가? 2. 부모는 중국어/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 모두 화교인 29명 중 부모 모두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한 7명의 응답자 이외에 나머지 24명의 응답자는 부모 모두 또는 둘

중 한 명이 두 언어를 혼용하거나 부모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부친만 화교라고 답한 7명의 응답자 모두는 부모가 모두 두 언어를 혼용하거나 서

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상의 통계 결과는 결국 위의 모어 및 제2언어 습득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보여 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부친만이 화교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가 모

두 화교라 할지라도 이들의 한국어, 중국어 이중언어 사용 정도가 두드러지는 것이

고 이들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유아기 언어 환경은 이중언어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의 제2언어 습득 경로와 관련된 인식이다. ‘태어

나서 두 번째 배운 언어’의 배운 ‘경로’를 물었을 때, 이러한 습득 경로와 제2언어의

종류 즉 한국어인가 중국어인가와는 일정한 필연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들이 제2언어를 습득한 경로는 부친이 단 2명으로 극히 소수이고, 부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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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혹은 어머니가 11명(2명은 부모 모두, 9명은 모친), 학교 또는 주변 이웃 등이

23명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였다.

<그림 4> 제2언어 습득 경로

이는 이들 가정의 이상과 같은 이중언어 환경이 일정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 내의 자연적인 언어 환경은

중국어 위주의 언어 환경이지만 화교 집단이라는 공동체의 속성과 사회 환경에 대

한 적응이라는 조건 하에서 의도적으로 이중언어 환경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라고 본다. 다시 말해 화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벗

어난 학교, 이웃, 친척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다중적인 언어 환경을 선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학교 환경 즉 이들이 다닌 학교에 대한 질문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녔다고 답한

15명의 응답자 중 8명이 한국 유치원을, 6명이 화교유치원을, 1명이 한국과 화교

유치원을 동시에 다녔다고 대답했고, 초등학교는 2명이 한국 학교에 다녔다고 대답

했으며, 중․고등학교는 전원이 화교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이라는 절대적인 한국어 언어 환경 속에서 한국 화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적 선택이 화교학교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의 대

학 진학 상황을 보면 총 20명 중 11명(55%)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9명

(45%)이 대만으로 진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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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언어 사용 양상

화교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우선 이들 화

자들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다니는 동

안 주로 어울린 친구를 묻는 질문에 본 설문조사 응답자 36명 전원이 중․고등학교

를 화교학교를 다녔고 화교학교를 다니는 동안 무 응답자 1명, 한국인 중국인 모두

와 어울렸다고 답한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인 또는 화교 친구와 주로 어울린

것으로 응답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도 본인이 다닌 학교가 한국학교인가,

화교학교인가에 따라 주로 어울린 친구가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가 달라졌다. 그

러나 대학 이후로는 한국인, 중국인과 동시에 어울리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 다소

늘어나 응답자들 대다수가 20대 이전 청소년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인 친구와 어

울리는 경우가 주를 이뤘지만, 20대 이후 사회생활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화교 응답자들의 언어 사용 양상은 연령대

별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36명을

40～60대 22명과 10～20대 14명으로 나누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혹은 학교교육을 받기 전, 가족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이

었냐는 질문에 40대～60대는 한국어 7명, 중국어 15명으로 중국어 사용자가 한국

어 사용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에 반해, 10～20대는 한국어 7명, 중국어

3명, 두 언어 혼용 4명으로 한국어 사용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편 ‘학

교교육을 받은 이후, 현재 가족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40～60

대가 한국어 8명, 중국어 11명, 두 언어 혼용 2명, 10～20대가 한국어 7명, 중국

어 5명 두 언어 혼용 2명으로 응답하여 학교교육 전과 후를 비교할 때, 40～60대

중국어 우세, 10～20대 한국어 우세라는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양자 간의

차이가 일정정도 좁혀지는 다소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세대 간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화교에 대한 인식과 화교들의 지위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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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교교육 받기 전, 가족들과 사용했던 언어

또한 ‘유치원 혹은 학교교육을 받기 전,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를 묻

는 질문에는 40～60대의 경우 한국인 친구 및 어른들과는 한국어 사용이 22명 전

원, 중국인 친구와는 중국어 사용이 18명, 한국어 사용이 3명, 두 언어 혼용이 1

명, 중국인 어른과는 중국어 사용이 21명, 한국어 사용이 1명으로 응답되었다. 같

은 질문에 10～20대는 한국인 친구와는 한국어 사용이 13명, 두 언어 혼용이 1명,

한국인 어른과는 응답자 12명 중 한국어 사용이 11명, 두 언어 혼용이 1명, 중국

인 친구와는 응답자 11명 중 중국어 사용이 5명, 한국어 사용이 4명, 두 언어 혼

용이 2명, 중국인 어른과는 중국어 사용이 6명 한국어 사용이 4명, 혼용이 1명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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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학교교육 받기 전,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 : 40～60대

<그림 7> 학교교육 받기 전,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 : 10～20대



화교디아스포라의 한반도 이주와 언어 정체성 고찰 281

이 밖에 ‘학교교육을 받은 이후, 현재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는 40～60대는 한국인 친구 및 어른들과는 여전히 22명 전원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10～20대는 한국인 친구 및 어른들과는 응답자 13명이 똑 같

이 한국어 사용 12명, 두 언어 혼용 1명으로, 중국인 친구들과는 응답자 14명 중

중국어 9명, 한국어 2명, 혼용 3명으로, 중국인 어른들과는 중국어 11명, 혼용 2

명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8> 학교교육을 받은 이후,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 : 10～20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40～60대는 학교교육 전후 한국인 또는 중국인과의

언어 사용양상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10～20대는 한국인 친구 및 어른들과의 언

어 사용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인 친구 및 어른들과의 사용 언어는

학교교육 이전에 비해 학교교육 이후 중국어 사용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 수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앞의 학교 환경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기 전후의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취학 전에 비해

화교학교 진학 후 중국어 사용 환경이 강화됨으로써 이들의 언어 사용양상에 일정

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어 선택 및 사용상의

전반적인 양상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21) 제외하고는 한국인과는 한국어를,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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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두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 같은 상

황은 모두 뚜렷한 이중언어 사용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화교 화자들의 언어 사용양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본인의 이중언어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언어 사용의 양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화교학교 졸업 후 가족들과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답했던 응답자 15명과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했던 16명의 이중언어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를 보면 한국어 사용 화자 15명 중 9명은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1명은 중국

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5명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중국어 사용

화자 16명중 7명은 중국어 능력을, 2명은 한국어 능력을 높게 보고 있었고, 7명은

두 개 언어 능력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9> 화교학교 졸업자 이중언어 능력 자기평가

21)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경우’란 중국인에게 한국어를, 한국인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두 언어를 혼용하는 경우로 직접 응답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

음의 두 가지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설문 응답자가 중국인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화 상대자는 사실 같은 처지의 화교일 가능성이고, 둘째는 그 상

대가 한국인이든 그들의 인식 속의 중국인, 즉 화교이든 이들이 모두 중국어와 한국어

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일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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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순 비교로 볼 때 결국 응답자 본인의 언어능력에 대한 인식

과 언어 사용의 양상은 일정한 평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

자신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한국어 사용을 선호하고 중국

어 능력을 더 높게 볼 경우 중국어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양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들의 언어

혼용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일상 대화 시 한국어, 중국어를 섞어 쓴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총 36명의 응답자중 86%에 달하는 31명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

여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상황에 따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바꿔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매우 일상적으로 두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혼용의 이

유에 대한 응답의 상위 2가지 중 ‘편해서’가 16명, ‘주변 화교들이 다 하니까’가 10

명이었다. 이는 이 같은 언어의 혼용이 적어도 화교 화자들에게는 편하게 느껴지는

언어 사용 현상이며, 따라서 상당수의 화교들이 이 같은 언어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응답

한 경우도 5명이 있었는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는 화교들의 언어 혼용에 대한

의식을 양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여 진다. 더불어 이 같은 언어 혼용

이 대화 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복수로 응답할 것을 요하는 질

문에는 ‘수를 셀 때나 계산할 때’ 15명, ‘온라인상(이메일, 채팅 등)’ 16명, ‘혼자 생

각할 때’ 15명, ‘한자(漢字)를 읽을 때’ 16명 각각 응답하여 언어 혼용이 매우 보편

적인 현상임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은 대화 상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혹은 본인과 유사한 이중언어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이는 한편 그들 사이에서 한국어, 중국어의 혼용 현상도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 정체성

한국 화교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언어 정체성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화적 정체성을 묻는 설

문으로 한국, 중국, 대만, 화교 중 ‘스스로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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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자신을 화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많

았고, 화교이자 대만 10명, 대만 5명, 중국 4명, 화교이자 한국 3명, 화교이자 중

국 2명, 무응답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한국 화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한편 한국어, 중국어 중 어떤 것을 모국어하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8%인 28명이 중국어를, 6명이 한국어를, 2명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모국어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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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 화교의 모국어에 대한 인식

위의 설문 결과를 앞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하여 분석해보면 스스로를 화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11명 중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모국어라고 답한 1명과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9명(81.8%)이 중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했고, 스스

로 화교이자 대만인이라고 답했던 10명 중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모국어

라고 답한 1명과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8명(80%)이 중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했다. 이외에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답한 5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한

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한 1명을 제외한 4명(80%)이 중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했고,

나머지의 경우에서도 모두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답한 일부 응답자들을 통해 한국에 정주

하고 있는 사회적, 언어적 환경의 작용으로 인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다수 한국 화교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국어에 연결시킨 ‘모국어’

로서의 뿌리의식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사용 및 선택 양

상이 중국어를 근간으로 하는 그들의 언어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언어적 정체성의 근저에는 한국 화교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

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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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 화교의 이주 관련 문헌 자료와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 및 사

용 언어 특성’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화교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살펴

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형성된 언어 환경과 이중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한국 화교의 언어적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글의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화교의 이주 및 정착 과정은 언어

환경과 이중언어 선택 및 사용 양상, 나아가 이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

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화교디아스포라는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의 지속적

인 차별과 배제로 인해 다른 국가, 지역의 화교디아스포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배타적 속성을 지니게 되었고, 또한 역으로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

국인들과의 더욱 적극적인 타협 또는 조화를 모색하게 하였다. 이 같은 내외의 조

건 속에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중층적인 언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언어 환경이 곧 이들의 이중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제4장 한국 화교의 언어 환경 및 습득 과정, 이중언어 사용 양

상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모어와 제2언어의 습득 과

정, 그리고 ‘부모님은 모두 화교’인가, ‘부모님은 중국어/한국어를 사용’하는가 등 언

어 환경에 대한 설문 결과는 이들이 자신들의 취학 전 영유아기 언어 습득 환경을

하나의 단일한 언어 환경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같

은 인식은 한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이 그들의 종족성의 근간이 되는 중국어로만 국

한 되지 않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공존하는 중층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태어나서 두 번째 배운 언어’ 즉 제2언어의 습득 ‘경로’에 대한 설문 결

과는 한국 화교의 이중언어 환경이 일정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 내의 자연적인 언어 환경은 중국어 위주의 언어 환경이지만

화교 집단이라는 공동체의 속성과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조건 하에서 학교,

이웃, 친척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다중적인 언어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학교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이라는 절대적인 한국

어 언어 환경 속에서 한국 화교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적 선택이 화교학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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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 화교의 다중적인 언어 환경과 이에 따른 언어 습득 과

정은 이들의 언어 선택 및 사용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이중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설문 결과는 화교

화자들은 대화 상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혹은 본인과 유사한 이중언어 사용

자인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어, 중국어의 혼용 현상도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이주, 정착, 적응 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인

해 강제된 사회적 조건하에서 화교디아스포라는 필연적으로 화교공동체로서의 문화

적 정체성과 다중적인 언어 환경을 수용, 견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한

국 화교의 언어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들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은 이중언어 사용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이들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한국 화교 화자의 이중언어 사용양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역으로 이러한 이중언어의 사용은 이들의 언어, 문화적 정체

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언어공동

체, 종족공동체가 세대를 거듭해 발전해가면서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문

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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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설 문 지

Ⅰ. 개인정보

1. 성별:

2. 연령:

3. 직업:

4. 최종학력:

Ⅱ. 가족, 교육 및 언어습득 과정 관련

5. 귀하의 가족은 언제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증조부 ②할아버지 ③ 아버지 ④ 본인 ⑤ 기타( )

6. 귀하의 가족은 어느 지역 출신(원적)입니까?( )

① 대만 ② 중국 산동 ③ 중국 기타( ) ④ 기타 ( )

7. 귀하의 부모님은 모두 화교입니까?

① 아버지: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

② 어머니: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

8. 귀하의 부모님은 중국어 /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아버지: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② 어머니: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9. 귀하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언어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10. 귀하가 태어나서 두 번째 배운 언어, 배운 경로, 배운 시기는?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② 배운 경로: 아버지 / 어머니 / 기타(친척, 이웃, 학교 등: )

③ 배운 시기: 0～2세 / 2～5세 / 5～7세 / 기타( )

11. 귀하가 다닌 학교는 어디입니까?

① 유치원: 한국학교 / 화교학교 / 기타( )

② 초등학교: 한국학교 / 화교학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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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학교: 한국학교 / 화교학교 / 기타( )

④ 고등학교: 한국학교 / 화교학교 / 기타( )

12. 대학이나 대학원은 어디에서 다녔습니까?(해당자만 답변)

① 대학: 한국 / 대만 / 중국 / 기타( )

② 대학원: 한국 / 대만 / 중국 / 기타( )

13. 현재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출신은? ( )

① 한국 ② 중국 대륙 ② 대만(중화민국) ② 한국 화교 ② 기타( )

14. 현재 미혼이라면,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의 출신은? ( )

① 한국 ② 중국 대륙 ② 대만(중화민국) ② 한국 화교 ② 기타( )

Ⅲ. 언어 사용 관련

13. 유치원 혹은 학교교육을 받기 전, 가족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14. 유치원 혹은 학교교육을 받기 전,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①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②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③ 한국인 어른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④ 중국인 어른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⑤ 기타의견

15. 학교교육을 받은 이후, 현재 가족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16. 학교교육을 받는 이후, 현재 주변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①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②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③ 한국인 어른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④ 중국인 어른들과: 한국어 / 중국어 / 기타( )

⑤ 기타 의견

17. 학교교육을받는동안또는받은후, 주로어울린친구들은?(해당부분에만답변)

① 유치원: 한국인 / 중국인 / 기타( )

② 초등학교: 한국인 / 중국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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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학교: 한국인 / 중국인 / 기타( )

④ 고등학교: 한국인 / 중국인 / 기타( )

⑤ 대학교 이후: 한국인 / 중국인 / 기타( )

18. 귀하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다 ⑤ 아주 형편없다

19. 귀하는 자신의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 한다 ② 잘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다 ⑤ 아주 형편없다

20. 귀하가 생각하는 모국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기타( )

21. 귀하는스스로를어디에속하는사람이라고생각하십니까?(2개이상선택가능)

① 한국 ② 중국 대륙 ③ 대만 ④ 한국 화교 ⑤ 기타( )

22. 귀하는 한국어, 중국어를 섞어 쓰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3. 위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 가능)

① 친근감 표시 ② 주변 화교들이 다 하니까 ③ 재미있어서

④ 편해서 ⑤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⑥ 중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⑦ 생각해 본 적 없다. ⑧ 기타( )

24. 아래의 경우에도 두 언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수를 셀 때나 계산할 때: 예 / 아니오 / 기타( )

② 온라인 상(이메일, 채팅 등): 예 / 아니오 / 기타( )

③ 혼자 생각할 때: 예 / 아니오 / 기타( )

④ 한자(漢字)를 읽을 때: 예 / 아니오 / 기타( )

25. 위질문에 ‘아니오’라고답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가능)

① 자판변환하기 귀찮아서 ②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③ 익숙하지 않아서 ④ 한 번도 써 본적이 없어서 ⑤ 집 에서 못 쓰게 해서

⑥ 학교에서 못 쓰게 해서 ⑦ 그냥 하기 싫어서

⑧ 기타( )

26. 귀하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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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아버지: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② 할머니: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27. 귀하가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① 아버지: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② 어머니: 한국어 / 중국어 / 두 언어 혼용 / 기타( )

28. 귀하가 형제자매(친척 포함)와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29. 자녀 혹은 조카가 있다면,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30. 귀하가손위친척(예: 삼촌, 고모, 이모)들과대화할때주로쓰는말은?(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31. 귀하가 화교 친구들과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32. 귀하가 한국 친구들과 이웃들과 대화 할 때 주로 쓰는 말은?(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33. 귀하가너무 기쁘거나흥분할때(싸우거나욕할때) 주로쓰는 말은? ( )

① 한국어 ② 중국어 ③ 두 언어 혼용 ④ 기타( )

【英文提要】

The overseas immigration is on a rapid rise all over the world

and, diaspora between a residential country and a mother country

is gaining more attention. At present, ‘Korean overseas Chinese’

residing in Korean society is being regarded as a group that you

can observe their self-awareness as descendants of Chinese people

and also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diaspora. Hence, in other

words, this diaspora inevitably happens to have multiple identity.

As one of the three factors as in language, lineage and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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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fine an ‘ethnic group’ formed since the modern age, the

language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reflect

the multiple identity of overseas Chinese diaspora. Considering

that, the study used two research methods as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 to trace im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overseas Chinese as diaspora while looking into their forming and

developing of bilingualism, use aspects and their linguistic

identity.

【主題語】

Korean overseas Chinese, diaspora, ethnic group, multiple identity,

bilingualism, linguistic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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