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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교화인의 변모와 ‘동아시아 시민’의 형성(1) 신 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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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화교의 탄생은 동아시아의 국경을 넘어선 시민 곧 초
국적 시민의 탄생을 의미한다. 근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식민의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동아시아의 화교는 따라서 동아시아 최초의 초
국적 시민이었지만 ‘동원’된 그리고 ‘배치’된 초국적 시민일 수밖에 없
었다. 하지만 이들은 식민지 본국과 거주국 그리고 중국 사이를 넘나
들며,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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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이들의 초국가성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초국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화교화인의 변모과정을 살펴볼 경우,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식민형, 동화(同化)형, 중화(中

華)형이 그것이다. 화교화인의 지위는 이들 3가지 유형이 변모하는 과
정에 따라, 중간자적, 피지배적, 지배적인 형태로 변모되어 갔다.
그 최초의 유형에 해당되는 식민지 시기 화교화인의 ‘식민형’ 초국
가성이 화교화인의 중간자적 지위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서구 식
민자들의 분할통치구조가 존재한다. 로마동맹에 참가했던 고대 로마
시절의 라틴 시민들에게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주어졌던 ‘중간 시민’으
로서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이 화교화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
이다. 반(半)식민지 중국에서 화교화인을 ‘동원’해낸 서구 식민자들은
이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선주민들을 분할통치할 목적으로 화교화인에
게 중간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배분,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들의 초국가성은 반식민지로부터 동원된 것이자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배분․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식민지 시기 이후 화교화인의 초국가성은 상실되었고, 이들의
지위는 중간자적 지위에서 피지배적 지위로 변모되었다. 이들의 지위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
본이 서구를 대신한 새로운 식민자로 등장하면서, 선주민들을 반(反)
서구 반(反)중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중간자 곧 화교화인 수
탈과 학살에 동원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
으로 한 냉전형 개발독재와 계급독재 체제가 초국가성 대신 선주민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국민 만들기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가 끝나자 화교화인들은 실제로, 거주국의 개발/계급
독재 세력으로부터 거주국의 ‘국민’이 될 것 –‘동화’를 끊임없이 강요
받았고, 그 결과 많은 ‘동화형’ 국민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이들이 거주국의 완전한 ‘국민’이 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국민
아닌 국민’ 곧 ‘유사시민’의 지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화교화인도 마찬가지여서, 냉전을 토대로 한 개발독재가 진
행되는 동안 화폐개혁과 토지소유금지법, 서울도심재개발 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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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화교화인들은 해외로 도피하지 않을 경우 ‘시민 아닌 시민’
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남아시아 역시 반공 민족주
의 정책에 기반한 부미푸트라 우선정책(말레이시아), 농어촌 화교상인
상업활동 금지정책(인도네시아) 등으로, 밀우관계를 통해 유사자본을
형성한 소수 화교화인이 아닌 대다수의 화교화인들은 ‘시민 아닌 시
민’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배화(排華)정책과 화폐개혁, 재산
몰수 등으로 많은 화교화인-보트피플을 만들어냈던 베트남과 마찬가
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 계급독재를 진행했던 인도차이나 국가의 화
교화인의 지위 역시 개발독재 하의 화교화인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화교화인은 식민기, 개발/계급 독재기,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각 시기별 유형은 다르지만 국경을 넘어선 시민 ‘동아
시아 시민’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가운데 특히
식민기의 식민형 ‘중간시민’으로서의 화교화인이 어떻게 개발/계급 독
재기의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변모되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 화교화인, 중간시민, 유사시민, 동아시아 시민, 개발독재, 계
급독재

Ⅰ. 머리말
동아시아의 구성원만큼 ‘내셔널’ 지향이 강한 경우도 드물다.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각 구성원들 역시 강한 내셔
널 지향을 갖고 있다. 오랜 식민지 경험과 개발 혹은 계급 독재와 같은
경험들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동아시아 현대사
의 경험은 다양한 이산(離散)과 월경(越境)을 낳았는데, 이는 역설적이
게도 ‘내셔널’을 넘어서는 지향을 만들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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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화교의 발생과 변천과정, 곧 화교화인들의
오랜 이산과 월경과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이들 화교화인
의 이산과 월경과정은 1∼2개 국가가 아닌 보다 많은 나라들 간의 관
계성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화교화인들만 해도 그렇
다. 한국과 중국만이 아닌, 타이완까지 넣어야 비로소 화교화인의 실체
가 손에 잡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자면, 현재 한
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는 946,515명, 타이완 국적자는 29,335
명1) 이다. 하지만 한국계 ‘조선족’은 이 통계 속의 ‘중국 국적자’에 속
해있고, 중국 산동성 출신의 화교화인 자손들은 ‘타이완 국적자’에 포
함되어 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동한 조선
족의 경우 하나의 ‘내셔널’한 측면으로 설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중국
에서 한국으로 다시 중국과 타이완으로 국적이 나뉘게 된 경우 역시
한 두 개의 ‘내셔널’한 측면으로 재단하기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
다. 한국의 화교화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경우, 이와 같은 측면은 더욱 확장되고 복잡해진다.
화교화인에 대한 이미지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미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를테면, 단순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단기 거주형 이주노
동자를 떠올릴 때의 이미지와 백화점 면세점을 휩쓰는 큰 손의 중국인
들을 떠올릴 때의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인 이미지까지 불러올 경우, 화교화인에 대한 이미지는 종잡을 수
없게 된다. 단기거주형, 유학영주형을 거쳐 자본투자형으로 이어진 개
혁개방 이후의 화교화인 이주의 역사성2)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5.4.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
2) 齐立新(北京因私出入境中介机构协会会长․东方杰圣咨询有限公司总裁)의
인터뷰. ｢冷静面对“新移民潮”(经济热点)｣, 人民网, 2011.5.23.(http://financ
e.people.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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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화교화인에 대한 용어도 마찬가지다. 화교화인들은 때론 중국인으로
혹은 타이완인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화교 혹은 화인으로
불린다. 전자가 이들을 현재의 국적에 따른 구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국적의 변화에 따른 구분3)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화교’와 ‘화인’에
대한 구분은 다시, 중국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
으면 안 되는데, 중국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오래된(舊)’ 화교화인으로, 개혁개방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
을 ‘새로운(新)’ 화교화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 거주
하는 코리안들도 마찬가지여서,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
해온 이들을 ‘올드 커머’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시기인 60년대 이후
일본에 이주해온 이들을 ‘뉴 커머’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4).
이처럼 화교화인을 한 두 개의 국적으로, 한두 가지의 이미지로, 혹
은 한 두 개의 용어로 설명 불가능하다는 것은, 화교화인의 역사성과
공시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교화
인들의 변모과정은 크게 3단계, 곧 식민 시기, 개발/계급 독재 시기, 중
국 개혁개방 이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경을 넘어
선 이들의 초국가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국경을 넘어 어떻게 ‘동아
시아 시민’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과 기존 거주민
3) ‘화교’의 화(華)는 중국을 의미하며, ‘교(僑)’는 타국에서 거주 내지는 임시
거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교’란 중국 본토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거주지의 국적으로 바뀌거나 거
주지의 국적을 지닌 2,3세의 경우, ‘화교(華僑 Chinese sojoumers)’가 아닌
‘화인(華人 ethnic Chinese)’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이 둘을 합한 포
괄적 의미로서 ‘화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정성호, 화교, 살림, 2005,
3～7쪽. ; 양필승 이정희, 차이나 타운 없는 나라-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2004, 10쪽.).
4) 금기철, ｢신화교가 모이는 이케부쿠로｣, 플랫폼14호, 2009.3.(琴基鐵, ｢日
本の中の外国人街ー新華僑が集る街池袋｣, イオ,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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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거주국의 식민정책과 거주
국의 개발/계급독재 정책 및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는 각각 어떤 연
관성이 있는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화교화인의 변모과정에 초점
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식민기의 식민형 ‘중간시
민’으로서의 화교화인이 어떻게 개발/계급 독재기의 동화형 ‘유사시민’
으로 변모되어갔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Ⅱ. 서구와 일본 식민기 동남아 화교화인과 ‘중간시민’

1. 서구 식민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과 ‘중간시민’
동아시아 화교화인의 등장은 근대 식민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의 화교화인의 등장은 직접적으로 네덜란드 혹은
영국 등 서구 식민지의 등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 등장한
식민국가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조선에서의 화교화인의 지위와 처지를
또 다시 크게 변화시켰는데, 이처럼 식민국가의 변화와 화교화인의 지
위 변화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 근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중간 시민권’이다. 서구 식민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에게 동남아시아 선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중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했으며, 일본 식민기의 동남아시
아와 조선에선 서방과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역으로
동남아 선주민들과 조선인들에게 ‘중간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었
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 시민’이란, 식민국가가 분할통치를 시행할 목
적으로, 식민자와 하층그룹 사이에 위치하면서, 하층그룹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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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부여한 종족 혹은 세력을 뜻한다. 이는 모든 권리를 지닌 ‘로마
시민’과,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했던 ‘외국인(peregrinus)’ 사이에 위치
했던, 로마동맹에 참가했던 고대 로마 시절의 도시 시민들과 유사하다.
로마는 이들에게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로마시민권’에 훨씬 못 미치는
‘라틴 시민권(ius Latii)’5)이라는 ‘중간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로마의 분할통치 방식은 이후 유럽의 식민지 통치방식으
로 계승되었다. 1994년 93만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르완다 대학살이
실은 독일과 벨기에의 식민지 분할통치 방식에서 기인했던 것처럼6),
유럽의 분할통치 방식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등 대
부분의 식민지에서 자행되었다. 독일과 벨기에가 르완다의 투치족에게
후투족보다 훨씬 많은 권한(로마시민권이 아닌 라틴시민권과 같은)을
부여해 통치한 것처럼, 동남아시아를 식민통치한 네델란드와 영국 등
이 분할통치를 위해 그들의 통치과정에 새롭게 편입시킨 세력이 바로
화교화인이었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식민통치는 서구 식민통치로 끝난 것은 아니다.
5) ‘라틴 시민권’이 화교화인에게 부여된 시민적 권리 및 책무와 물론 동일하진
않다. 하지만 로마 이외의 라틴 동맹 참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라틴시민
(Latinitas)에게 부여되었던 ‘라틴 시민권’은, 참정권 등을 제외한(Civitas
Sine Suffragio), 토지매입권(commercium), 혼인권(conubium), 동맹도시내
이주권(ius migrationis) 등의 권리와 책무를 의미한다. 라틴 시민권은 로마
의 세력 확대에 기여했다(塩野七生, ローマ人の物語1, 新潮文庫, 2002.).
6) 독일은 르완다를 식민통치하면서 반투족을 서구인과 비슷하게 생긴 반투족
을 투치로, 그렇지 않은 반투족을 후투로 분류하였는데, 제1차세계대전 이
후 식민통치를 계승한 벨기에는 더욱 잔혹하게 후투족과 투치족의 분할통
치를 자행하였다. 그 결과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이들의 반목은
더욱 격화되어, 1994년 4월 후투족 출신 르완다 대통령 하비아리마나가 탄
비행기의 격추를 계기로, 후투족과 투치족의 상호 대학살이 벌어져 마침내
93만 7천명의 희생자를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School campaign supports girls’ education and achievement in Rwanda”,
UNICEF. 2007.8.8.; https://www.unicef.org/infobycountry/rwanda_405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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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식민통치에 이어 등장한 일본의 식민통치는, ‘대동아 공영’이라는
반(反) 서구 식민통치 슬로건에 부합하는 역분할통치를 자행하였는데,
서구식민통치 시기 화교화인들에게 부여되었던 중간시민으로서의 지
위를 박탈하는 대신, 선주민들에게 서구 및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
식민통치 세력들에 의한 분할통치, 특히 중간시민 지위의 교체는, 식
민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되었다. 식민통치
가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르완다의 투치/후투 간의 갈등과
전쟁도 그렇지만, 동남아시아에서의 화교화인과 선주민 간의 갈등 역
시, 식민통치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살아가고 있는 화교화인(구화교화인과 신
화교화인을 합쳐)은 대략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략 70퍼센트는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
아에 살고 있는 화교화인은 모두 3,508만 명으로, 이중 약 3천만 명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7). 최근
유럽의 신․구 화교화인이 250만 명8)에 달하고, 한국과 일본의 화교화
인이 각각 97만 명과 69만 명 선9)에 달하는 등, 2천년대 들어 이들 나
7) 中国国務院僑務弁公室, ｢華僑․華人研究報告(2013)｣(人民網 日本語版,
2014.1.29.; 전 세계 신․구 화교화인 수는 2013년 통계, 동남아시아의 경우
는 2011년 통계. 타이완․홍콩․마카오 인구는 제외.)
8) 유럽은 1950년대 초 37,000명(구화교화인)이던 것이, 1990년대～2000년에는
145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251만 명(신화교화인 포함)으로 늘어났
다.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50년간 약 100만 명이 늘어난 데 비해, 2000
년대에 들어선 8년 만에 같은 수의 100만 명이 늘어났다(｢2008年世界華商
発展レポート｣, 中國新聞社世界華商発展報告課題組, 2009, 4頁.; 遊川和郎, ｢中
国的価値観の拡散と国際社会｣, ICCS国際中国学研究センター, 2009.).
9) 일본의 신․구 화교화인은 694,974명(재일 중국인 654,777명, 재일 타이완인
40,197명; 2014.12. 일본 법무성 ｢재류외국인 통계｣), 한국의 신․구 화교화
인은 975,870명(재한 중국인은 조선족 포함 946,515명, 재한 타이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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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화교화인이 급격히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남아시아에 비
견될 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중국인의 해외이주는 서구식민지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17세기 초 화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필리핀이었다. 이는 1571년

스페인의 마닐라 점령과 무관하지 않다10). 1619년 네덜란드가 바타비
아(지금의 자카르타)를 점령한 이후, 3∼400명 수준이던 화인의 수는
1627년 3,500명으로, 1658년엔 5천명 선으로 늘어났다.
18세기 중엽이후 동남아 식민경제가 발전하자 광업, 농업, 가공업,

건축업 전반에 걸쳐 식민형 이주가 늘어났는데, 말레이반도와 미얀마,
베트남 일대에선 해안지역뿐 아니라, 내륙 간척지와 대농장에도 화인
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11).
하지만 화공(華工)들의 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는
1856년의 2차 아편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도, 무역이나 정벌 혹은 도피 등을 이유로 동남아시아에 화교화
인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동아시아에 화교화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 식민지 개발 과정에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쿨리(苦力)’를 들여오면서부터
였다. 구미 여러 나라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이른바 저자무역(豬仔貿
易)을 통해 쿨리라는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1880년대 이후 이른바 배화(排華)사건이 구미 여러나라에
서 줄을 잇자, 커터우(客頭)들은 동남아 대농장이나 광산으로 눈을 돌
렸는데, 이들은 싱가포르를 통해 화공들을 대거 이주시켰다12). 중국의
29,335명; 2015.4.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다.
10) 1571년 이전 필리핀 화교는 150명 남짓이었으나, 1588년에 만 명을 넘어섰
고, 1603년엔 2만 5천명까지 늘어났다(Emma Helen Blair and James
Alexander Robertson, eds., The Philippine Islands, 1943-1898.).
11) 莊國土, ｢華僑華人國籍問題芻議｣, 國際政治硏究第2期, 2005.(宋承錫 編
譯, 東南亞 華僑華人과 트랜스내셔널리즘, 學古房, 2014, 24-25.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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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노동자(華工)들이 쿨리가 되어 동남아에 처음 출현한 것도, 영국이
말레이시아 페낭을 점령한 뒤,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 대량의 중국 화공
들을 투입하면서부터였다13).
화공들의 동아시아 각국에로의 이주가 주춤하기 시작한 것은, 동남
아시아에서의 서구식민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둔화되기 시작하면
서부터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서구식민 자본의 동아시아 투자가 급
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초기와 30년대 경제공
황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서구식민경제가 아닌 동아시
아 화교화인 자본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무역의 증가와, 화교화인 자본
에 의한 화공들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결과14)를 초래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만 할 것은, 서구 식민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통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화교화인들을 식민통치 수단의 하
나라 할 수 있는 ‘중간 시민’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화교화인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15)만 보더라도, 네덜란드
12)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주한 화공은 265만명이고 그 중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한 숫자는 155만명 정도(陳澤憲, ｢十九世紀盛行的契約華工
制｣, 歷史硏究第1期, 1963). 1876년부터 23년에 걸쳐 중국 화남지역에서
동남아로 출국한 화인은 285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陳翰生, 華工
出國史料匯編第1輯, 中華書局, 1980, 184-5쪽.) 1851년부터 1875년 사이에
대략 130만명의 이민자들이 중국을 떠났다는 통계도 있다(Lynn Pan편,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200-217.).
13) 영국은 1785년 말레시아 페낭을 점령한 뒤, 지금의 주도(州都)인 조지타운
을 건설했다(홍재현, ｢인도네시아 화교사회 형성과 반화교폭동에 대한 연
구｣, 中國人文科學47집, 2011, 406쪽.).
14) 1922년부터 39년까지 산터우(汕頭)와 홍콩 등지에서 550만명(游仲勛, 東
南亞華僑經濟簡論, 厦門大學出版社, 1987, 10-11)이, 1918년부터 31년까지
380만명이 해외(주로 동남아)로 나갔다(福田省三, 華僑経済論, 1939, 29
～30)는 기록도 있다.
15) 2011년 화교화인 상위 15개국은, 인도네시아 767만 명을 비롯해, 태국 706
만 명, 말레이시아 639만 명 순이다 (The Sun, 2012.9.28.; www.record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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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동인도 식민지 정권을 세운 네덜란드는 이들 화교들을 인도네시아
선주민 통치의 중간자로 활용했는데, 이는 이후 화교화인들과 기존의
인도네시아 거주민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원인이 되었다. 화교화인들
은 네덜란드인을 대신해서 마을 전체를 관리하였고, 네덜란드 대신 각
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기존의 마을기업 경영권을 빼앗기도 했다16). 서
구 식민자가 식민경영(공공서비스)을 담당하고, 화교가 중간 무역업을,
선주민들은 이들을 떠받치는 기층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식
민경영체제17)가 구축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786년 페낭을 최초로
식민지화한 영국은, 말레이반도 전반에 걸친 주석과 고무 등의 플랜테
이션을 추진하면서 말레이 노동자들이 아닌 중국과 인도 노동자들을
데려왔다18).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화교들은 이후 영국인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상업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대신 이들은 말레이
인 통치과정에서의 온갖 궂은일을 영국인을 대신해 하지 않으면 안 되
었다. 결국 영국인은 대규모 플랜테이션과 은행, 무역 등을 독점하고,
화교는 중소규모의 제조, 금융, 상업을 맡게 된 반면, 말레이인들은 전
통농업 혹은 소규모 플랜테이션에 종사하는 방식의 식민지 분할통치
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서구식민지기의 말레이시아의 화교화인들에게는 식민지 분할통치를
a.co.jp, 2012.10.1.).
16) 신윤환, ｢인도네시아의 화인｣,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현대, 2000, 426
～438쪽.
17) 윤인진․이유선,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화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5(2),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260～261쪽.
18) 현재 말레이시아 종족 구성은, 말레이시아인 52%, 화교 36%, 인도인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영국의 식민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홍재현, ｢말레이시아 종족폭동과 화교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中
國人文科學40집, 2008, 620쪽.; 양승윤, 동남아-중국관계론, 한국외국어
대학교출판부, 200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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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가 주어졌는데, 서구 식민세력들
이 이들 화교에게 부여한 권리목록은, 19세기말 말레이반도 화교들이
경영하던 광산과 농토, 항구 개발 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영국 식민지
정부로부터 징세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화교화인들은 수주경쟁을 벌였
는데, 선정된 업체는 3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
한을 위임받았다19). 이를테면 화교화인들은 식민지정부로부터 광산 개
발 조차권을 위임받아, 공납제와 주식회사형식으로 광산을 운영하였는
데, 식민지정부에게는 일정 세금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화교화
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항구개발 역시, 화교화인들은 토지사용허가권
(港契)를 부여받아 항주(港主)로서의 행정권, 화폐발행권, 광산개발권,

술 담배 전매권, 세금 징수권 외에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20).
화교화인들은 서구 식민세력에 의해 강제적 또는 반(半)자발적으로
동원된 동남아시아의 시민이었지만, ‘에스닉 분업’을 통해 이들에게 부
여된 ‘중간시민’으로서의 특권은 기존의 지역 선주민들에겐 극단적인
적대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서구 식민세력에 이어 등장한 일본 식
민세력은 이러한 동남아시아 선주민들의 불만을 활용해 선주민 엘리트
들을 식민통치의 새로운 대리인 곧 ‘중간시민’으로 끌어들여, 화교화인
들의 특권을 박탈하기 시작했다.

19) 페낭 지역은 1808년무렵부터 영국 식민지 정부로부터 징세업무를 위탁받
아 수행하고 있었다(조원일, ｢19세기 말레이시아 지역의 화교조직 연구｣,
인문학연구통권101호, 2015, 671～679쪽).
20) 항계(港契)는 토지개간과 관련된 일종의 증명서(Shah Bandar)로, 특히 대
항주(大港主:Port Master)는 징세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들을 영국 식민
정부(압둘 라만 대리통치)로부터 위임받았다(許雲樵, ｢柔佛的港主制度｣,
南洋文摘第20期, 1961, 21-27쪽.; 조원일 앞의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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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식민기 화교화인의 ‘중간시민’ 지위 박탈 - 선주민의
反서구․反중국 전쟁형 ‘중간시민’화
동남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구축은, 1940년 7월과 8월에 걸친
베트남 북부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에 이
어, 필리핀, 태국, 말라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차례로 점령
한 일본은,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3년여 동안 동남아시아를 식민
통치했다.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지도자이자 아시아의 보호자이며 아시아
의 빛’이라고 자처하며,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라는 슬로건 하에 동
남아시아를 식민통치했던 것인데, 이러한 일본의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되
어온 동남아시아에서의 서구 식민통치를 일본이 끝내줄지 모른다는 환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반(反)서구/친(親)일본적 경향성은, 네덜란드 식민통치
를 끝내기 위해 1920년대 후반부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유배되었던
수카르노21), 모하메드 하타 등이, 유배지로부터 돌아와 반(反) 네덜란
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후 이들은 일본의 대동아공영 논리를 상징하는 3A운동과 포에테라
(poetera)22)의 수장이 되기도 했다. 이들이 힘을 쏟았던 ‘포에테라’의
21) 수카르노는 1927년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만들어 네덜란드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꾀하였으나 탄압을 받아 고립된 섬으로 추방되었었는데, 일본은 반
(反)서구 독립을 주장하다 추방된 수카르노를 불러들여, 일본 통제하의 자
치기구를 구성케 했다.
22) 인도네시아의 반서구 독립운동가였던 수카르노는 이른바 일본의 대동아공
영권 논리에 근거한 ‘3A운동’ 곧 Jepang Cahaya Asia(빛), Jepang
Pelindung Asia(보호자), Jepang Pemimpin Asia(지도자)의 대표가 된 뒤,
일본의 위임통치조직이라 할 수 있는 포에테라(Poetera/Putera=Poe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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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은 친일과 반(反)서구 정서를 조성하고, 반(反)중국․반(反)
서구전쟁을 수행할 인력(労務者․兵補)의 징용23)과 물자를 징발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인도네시아 선주민 출신 엘리트들 가운데, 수탄 샤리르
(Sutan Sjahrir), 아미르 샤리푸딘(Amir Sjarifuddin)처럼, 일본의 반중

국․반서구 전쟁에의 동원을 반대한 인도네시아인 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선주민 엘리트들은 반(反)네덜란드라는 이름하에 일본
식민세력의 대리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네덜란드 동인도군(KNIL)
을 대체할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은 ‘향토 방위 의용군(PETA)’

24)을

조

직해, 많은 이들을 일본의 태평양전쟁으로 내모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 조직은 일본 패전 후 재식민지화를 노리는 영국과 네덜란
드의 또 다른 침략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태평양전
쟁 기간 동안 일본의 전쟁과 침략도구로 활용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 식민통치기간 동안 화교화인에 대해 실시했던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일본인과 인도네시아 선주민을 ‘형’과 ‘동생’의 관
계로 정립한 채, 화교화인들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네덜란드가 화
교화인들을 식민지 대리통치를 위한 ‘중간시민’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Tenaga Rakjat:민중총력결집)의 지도부를 구성했다. 강혁․Nay Tun
Naing, 아시아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는다, 황금나무, 2009,
223-225쪽.; ‘兵補’과 ‘労務者’는 일본군의 태평양전쟁을 보조하기 위한 인
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된 보조군(軍)과 강제징용 노동자. ‘兵補’와 ‘労務者’에
관해서는 인도네시아 사회과 교과서 ｢제2차세계대전｣을 일본어로 번역한
사이트(http://www.geocities.jp/indo_ka/buku_pelajaran/ips/smp/01/
bahasa_jepang4.html)등 참고.
23) 자바섬에서만 4백만명에서 1천만명이 징용에 끌려갔고, 27만 명이 동남아
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http://blog.daum.net/do
ns_indonesia/485).
24) ‘향토방위 의용군(郷土防衛義勇軍)’은 PETA(=Tentara Pembela Tanah
Air)의 일본어식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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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식민통치기간 동안 화교화인들을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중간시
민’의 위치에서 끄집어 내리는 대신, 인도네시아 선주민들을 또 다른
중간시민 곧 ‘동생’으로 편입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태평양전쟁과 함께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화교화인은 일본의 잠정적 적군에 해당되었다. 일본군
에 의한 ‘서부 보르네오(폰티아낙) 학살’ 사건, 화교밀집지역인 서부 보
르네오에서 발생한 화교화인, 암본인, 마나도인, 다약족 등25)의 대량
학살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보다 심각한 편이었다. 1941년 진주만 기습과
함께 시작된 말레이반도에의 공세는, 이듬해 2월 싱가포르 함락(昭南
島로 개명)으로 일단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기지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중일전쟁을 비롯해 워낙 넓은 지역에서 전
쟁을 수행해야했기 때문에, 전쟁 배후지라 할 수 있는 점령지 싱가포르
를 비롯한 말레이시아를 늘 불안해했다.
이러한 일본의 불안은 1942년 2월 발생한 이른바 ‘싱가포르 화교 숙
청사건’26)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이롱롱(余朗朗) 화교마을
학살 사건’27)에서처럼, 대대적인 ‘적성(敵性) 화교 사냥’으로 나타났다.
25) 일본군은 1943년부터 1944년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이민족들을 대거 학살
했다. 이른바 ‘만도르(Mandor/東萬律=화교 客家들이 밀집해서 살던 폰티
아낙/西婆羅 일대) 사건’이라 불리는 학살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12개 지
역 말레이족 술탄을 비롯해, 화교, 자바인, 마나도인, 다약족 등이 매일 밤
40-50명씩 일본도에 의해 참수당해, 총 21,037명(일본자료 1천∼3천명)이
살해되었다(｢C-5章.日本の占領統治｣, インドネシア専科, pp.298∼317.;
http://www.jttk.zaq.ne.jp/bachw308/page002.html).
26) 1942년 2월, 싱가포르의 8살부터 50세까지의 화교화인 남자를 모아 검문한
뒤, ‘반일’처럼 보이는 화교화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전범재판 일본군
증언은 5천명, 싱가포르에서는 약 4만∼5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林博
史, シンガポール華僑粛清, 高文研, 2007年. 등 참고).
27) 1942년 3월, 이롱롱(余朗朗) 화교마을에 ‘식량배급을 위한 호적조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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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전쟁을 동시진행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특히 점령지에서의
화교화인에 대한 불안감이 ‘화교 사냥’으로 외화되었던 것이다. 말레이
시아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 화교화인들에 대한 토벌을 피해 화교화인
들은 말레이시아 정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도망친 정글
은 이후 ‘말라야공산당’과 ‘말라야 항일 인민군’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말레이 반도에서의 일본군의 화교 학살은 지금까지 확인된(추도비가
있는) 것만으로도 70여 군데나 된다28). 일본군은 화교 학살과정에서
말레이인과 화교화인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말레이인들을 화교
화인들로부터 분리해낸 뒤 화교화인들만의 학살을 말레이인들이 지켜
보게 하기도29)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규모 헌금을 강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헌금 과정에서도 일본은 말레이인이 아닌 화교화인들
에게만 헌금을 강제했다. 말레이반도의 화교화인들에게는 1인당 20달
러(250만 화교화인=총 5천만 달러), 북부 보르네오 화교화인들에게는
수백만 달러30)의 강제헌금이 할당되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알버트․

다는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을 학교로 불러모아, 200세대 마을 사람 거의
전원(1,474명)을 집단학살한 사건(高嶋道, ｢日本軍の侵略の傷跡を訪ねて－
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での掘り起し․交流․和解｣, 東京の歴史教育
44号, 東京都歴史教育者協議会, 2015.8, 50～59頁. 등 참고.).
28) 안거증(安居證)을 배포한다고 해서 모인 쿠알라 필라(Kuala Pilah)의 소도
시 바알팅기(巴力丁宜) 마을 사람 600여명이 살해되기도 했다.
29) 1942년 8월 29일 말레이시아 숭가이루이(雙溪鐳) 368명의 집단묘지 관련
기사(星洲日報, 1984.7.6.)에 따르면, 일본군 관련 말레이계 경찰이 행방
불명되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합시킨 뒤, 말레이계 주민과 화교화인들
을 나누어 세운 뒤, 화교화인들이 살해되는 장면을 말레이계 주민들이 지
켜보도록 했다고 한다(高嶋道의 앞의 글).
30) 북부 보르네오의 화교화인 1인당 15달러, 총 300만 달러(原不二夫, ｢シン
ガポール日本軍政の実現を追って｣,
アジア経済, アジア経済研究所,
1987.4, 83-95頁)라는 기록과, 1인당 60달러씩 500만 달러라는 기록(上東輝
夫, ｢日本軍政期の北ボルネオにおけるアピ事件について｣, NUCB journal
of economics and information science 47(1), 2002.7, 207～213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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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郭益南)등은 화교무장조직을 조직해 ‘아피(Api) 무장투쟁’31)과 같은
항일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일본인들이 ‘적성(敵性) 화교 사냥’ 과정
에서, 말레이인들을 화교화인의 수색과 약탈에 대거 동원했다는 점이
다. 화교화인들을 반일분자로 지목해 학살하고 경제수탈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말레이인들을 중간 대리인으로 활용했다. 말레이인들
의 정신적 지주인 술탄을 그들의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등
말레이인들에 대한 우대정책 -화교화인과의 분리정책을 쓴 것이다.
이는 일본의 패전 이후 화교화인들의 말레이인들에 대한 보복을 낳
는 계기가 되었다. 화교화인이 중심이 된 말라야 인민 항일군(MPAJA)
이 일본 패전 후 인민재판을 열어, 일본군에 협력했던 말레이인 다수에
게 보복을 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은 말레이
인들에 의한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켰는데, ‘부콜의 학살’32)과 같은
말레이인들과 화교화인들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은 이후에도 지속되었
다33). 서구 식민통치와 일본 식민통치 기간 중에 시행되었던 분할통치,
중간시민으로서의 화교화인의 동원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선주민과
화교화인 간의 끝없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해온 근원이었다.

31) ‘아피(Api)’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上東輝夫(2002) 209～211쪽 참고.
32) 바투 파하(Batu Pahat), 무알(Mual)에서 말레이인과 화교화인들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페라(Perak;霹靂)주에서는 화교화인 수백명,
말레이인 56명이 살해되었다(リー クーンチョイ, 南洋華人-国を求めて,
サイマル出版会, 1987, 140～141頁.).
33) 이경찬, ｢말레이시아 정치․외교와 국제관계｣, 말레이시아,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8, 56～57쪽.; 홍재현(2008), 62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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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화형 ‘유사(類似)시민’과 개발/계급 독재형 국민
-화교(華僑)의 동아시아 거주국 화인(華人)화

1. 개발독재 시기 동남아시아 및 한국 화교의 ‘유사시민’화
식민자에 의한 화교화인과 기존 거주민의 분할 통치는 제2차 세계대
전이 끝난 이후에도 갈등과 충돌의 기제로서 끊임없이 작동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끊임없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화교화인들과 동남아시아 기존 거주민들과의 유혈충
돌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말레이인과 화교화인․인도인과의 충돌로 1,500∼2천명의 사

상자를 낸 말레이시아의 5․13사건34)을 비롯해, 1946년 5월과 6월에
걸쳐 650명의 화교화인이 희생되고 2만5천 명의 화교화인이 자카르타
로 도망친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학살, 화교화인 3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1965년 인도네시아 9․30사건, 1998년 5월부터 2000년
5월에 걸쳐 1,200여명의 화교화인이 희생당하고 170여명의 화교화인

여성들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반화교 폭동35)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교화인과 동남아시아
기존 거주민들 사이의 폭력적 충돌이 그처럼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데
는, 이들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계급독재, 냉전체제 구축 등
34) 공식적으론 196명 사망, 439명 부상으로 집계되었으나, 많은 시신들이 나
환자 촌에 매장되거나 열대우림에서 불태워졌다는 증언들도 있다. 최승현,
｢화교화인의 이중국적 논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26(3), 2008, 274쪽.;
홍재현(2008), 628∼9쪽.
35) 1998년 반화교폭동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갈등을 화교화인들
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다. 희생자 수는 자료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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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하지 않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와 한국에서
진행된 개발독재와 반(反)화교화인 폭동과의 연관관계, 특히 ‘유사(類
似)자본’과 ‘유사(類似)시민’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1) 개발독재 시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이 학살과 박해를 받은
이른바 ‘배화(排華)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화교화인에 대한 학
살과 배척이 상대적으로 컸던 사건만을 거론해보더라도, 학살과 박해
가 특히 컸던 인도네시아의 경우, ①1946년 반둥 폭동과 탕가랑폭동,
②1947년 팔렘방폭동, ③1965년 9․30 화교화인 대학살, ④1994년 메단
(Medan) 배화폭동, ⑤1998년 5월 화교화인 대학살을, 말레이시아의 경

우에는 1969년 5․13인종폭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화교화인에 대한 학살과 탄압의 배경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종간
경제격차와 종교문제36)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인종간 경제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인종간 경제격차를 동아시아에 호명해 낸 것은 다름 아닌 한국과 동남
아시아의 개발독재 시스템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개발독재’란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치가 결합된, 전후 냉전체제 기간

동안 형성된 자본주의형성의 한 유형이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선 경
제 문제에 정치권력 뿐 아니라, 화교화인-인종문제까지 개입된 독특한
형태로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갔다. 전후 동남아시아 자본주의 형성과
정에 권력과 결탁한 화교자본이 국가 단위 자본형성의 주된 흐름을 이
루었다는 것인데, 이는 동남아지역에 있어서의 화교의 국가 내 경제지
배 비중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8개 국가의 화교화인
36) 莊國土, ｢文明衝突,抑或社會矛盾-略論二戰以後東南亞華族與當地族群的關
係｣, 廈門大學學報第3期, 哲學社會科學版, 2003.; 宋承錫 편역, 동남아
화교화인과 트랜스내셔널리즘, 學古房, 2014, 98～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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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중은 약 12%인 반면, 화교화인 경제가 이들 국가 전체에 미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하기 때문37)이다.
인도네시아만 보더라도, 1991년 인도네시아의 200대 기업 가운데 화
교 기업은 167개나 되었다. 이 가운데 10대 기업은 모두 화교 소유38)였
다. 인도네시아의 초기 화교기업들은 일본 제품을 수입 판매했지만, 인
도네시아 군부 및 정부관료들과 합작 기업을 설립해, 80년대 이후엔 무
역업에서 제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다. 1998년 민주화 이후 화교화
인 출신으론 최초로 재경부장관을 지낸바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궈지앤이(郭建義)는 화교화인 경제인들이 권력자와 결탁해 사리사욕을
채워선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할 정도로, 수하르토 시절의 ‘밀우(密友)’
와 ‘주공(主公)’의 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돈독했다39).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대표적 화교그룹인 궉그룹(Kerry Group;嘉里
集團)은 설탕, 밀가루 분야에서 출발해 지금은 아시아 굴지의 호텔·부

동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3분(粉)-설탕․밀가루․시멘트 산업으로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초기자본을 축적한 한국의 삼성그룹과 유사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도네시아 수하르토(Soeharto)정권, 타이
37) 화교화인의 각 국가별 인구 비중과 경제력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화
교인구가 75%에 경제력 비중은 76%(상장주식은 81%), 말레이시아의 경
우 인구 29%에 경제력 40%(상장주식 61%), 태국 인구 9%에 경제력
55%(상업부문 약80%), 인도네시아 인구 4%에 경제력 60%(상장주식
73%), 필리핀 인구 1.5%에 경제력 60%(정치권 30%), 베트남 인구 1%에
경제력 3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키장․소정
현, ｢그랜드 차이나 벨트(17)-세계속의 화교 ‘동남아시아’｣, 해피우먼, 월
드비전21, 2016.4.22.; 홍석빈(LG경제연구원), ｢화교의 힘-보유재산 3조 달
러｣, topclass, 조선뉴스프레스, 2005.10. 등 참고.
38) 2012년 당시 인도네시아 화교 가운데 대기업 소유주는 170여명, 중소기업
5,000여명, 개인사업자는 25만명에 달한다(王望波, ｢차별을 넘어 부상하는
인도네시아의 화교｣,Chindia Journal, 2012.5, 58～59쪽.).
39) ｢郭建義鼓勵華人參政｣, 星洲日報(新加波), 1999.10.28.(趙自勇,｢東南亞 華
人經濟的社會政治分析｣, 當代亞太第7期, 2004.; 宋承錫, 앞의 책, 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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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릿(Sarit)정권, 필리핀 마르코스(Marcos)정권 하의 개발독재 과정은,
정경유착을 통한 경제성장, 족벌경영, 혹은 부패 및 횡령 등, 그 은밀한
과정(密友)에 화교화인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였다.
요시하라 구니오(吉原 久二夫)는 이를 유사(類似) 자본(ersatz capital)
40)이라

명명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 자본이 자유경쟁 원칙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기업가 사이에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되어, 민족자본 육성이란 이름하에 실시된 보호정책이 실은 특정
자본만을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이, 그가 동남아시아 경
제를 ‘유사자본’이라 이름 붙인41) 이유였다. 물론 정통(echt) 자본주의
혹은 정통적인 근대화의 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자본
주의 이행논쟁과 근대화 논쟁을 거치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요시하라의 이 개념은 동남아시아 자본주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화교화인의 경제적 특성과 이들의 정치적, 사회
문화적 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는 무척 유용한 개념이다.
전후 화교화인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거주민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었다. 서구 식민지 기간 동안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대리통치를 수행해
온 데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후 독재관료들과 결탁한 화교
화인들의 자본 형성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 거주민들과의 경제적
격차 확대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1946년 600여명의 화교화인들이 학살당했는가 하면,
40) Kunio Yoshihara(吉原 久二夫), Tht Rise of Ersatz Capitalism in
Southeast Asia, 1988. 수하르토 체제 하의 인도네시아에서 이 책은 출판
금지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東南アジアで良くなる国、悪くなる国(東洋
経済新報社, 1999)로 번역 출판되었다.
41) 또 다른 이유로, 기술이 약해 산업자본이 육성되지 않는 것 또한 유사자본
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화
교화인의 일부 자본은 제조업에 있어서도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에서 타당한 지적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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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농어촌 지역에서의 화교상인들의 상업활동이 금지되는 바람에,

화교화인들은 모두 농촌에서 도시로 강제추방 당했다. 1965년 9·30사
건은, 화교화인의 입장을 지지하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에 의해 진
행된 쿠데타를 수하르토가 진압한 뒤, 역쿠데타를 일으켜 반미로 치닫
던 수카르노를 연금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쿠데타 배경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곧바로 반공, 반화교화인
을 선동하면서 화교화인에 대한 학살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중국 대
사관 습격, 화교화인에 대한 약탈과 방화, 살육 등으로 3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이후 67년까지 모두 50만 명에 가까운 화교화인들이 희생
되었다42).
비슷한 시기 말레이시아에서도 화교화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진행
되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1967년 말레이인들을 중심으로 말레이
어만을 유일한 공식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화교화인과 인도인
들의 반발, 1969년 5월 13일 말레이계 여당의 총선 패배 등을 들 수 있
다. 사소한 충돌을 계기로 말레이인들은 화교화인들과 인도인들을 대
량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4일 동안 약 2천 명에 가까운 화교화인들이
숨졌다43). 화교화인들과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격차가 말레이인들의 분
노를 일시에 폭발시켰던 측면도 물론 없지 않다.
60년대 말, 동남아시아의 개발독재 정권들은 한편으론 소수 화교화

인 경제세력과는 은밀한 관계(密友)를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 다수의
화교화인을 억압하는 이중정책을 이어갔다.
이를테면 1966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1968년 대통령에 오른 인도

42) 신성철, ｢인도네시아 화교에게 ‘황금시대’ 오나｣, 데일리 인도네시아,
2014.4.8. (http://dailyindonesia.co.kr/n_news/news/view.html?no=8892)
43) 이재현, ｢말레이시아의 국가와 종족갈등의 해결 :신경제정책의 결과를 중
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42∼43쪽.; 홍재현(2008), 625∼
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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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수하르토 장군은, ‘반화교화인 법’(1966년)을 제정하여, 화교화
인의 언어와 문화를 버릴 것을 강요하였는가 하면, 중국식 이름이 아닌
인도네시아식 이름을 강요했으며, ‘중국’ 표기 역시 ‘티옹콕(Tiongkok:
中国)’이나 ‘티옹호아(Tionghoa:中華)’가 아닌 치나(Cina)로 반드시 표

기해야만 했다. 신분증엔 특수기호를 넣어, 화교화인이 ‘현지인’이 아닌
‘비현지인’임을 일상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

아 전국의 667개 중국어 초등학교를 폐교시키기도 했다. 모든 교육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만 가르치게 했으며, 화교화인이 국립학교에 입
학할 기회는 대부분 차단되었다. 모든 중국어 신문 발행은 당연히 금지
되었고, 새로운 중국이민의 입국은 물론, 중국에의 가족방문여행 역시
금지되었다44).
수하르토는 가족계획과 출산율 저하정책45), 전국 각지에 도로를 깔
고 외딴 섬에도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등 강력한 ‘개발독재 정책’을 전
개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만46)을 그는 반(反)화교
화인 정책을 통해 잠재우려한 것이다. 특히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의 IMF사태)’ 직후,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치솟는 등 치명적인 경

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하르토의 7번째 연임 결정이 발표되자, 인도네
시아에서는 수하르토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 수하르
토 주변 군부세력은 이를 화교화인 폭동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1998년
자카르타에서만 5천여 개 화교화인의 공장과 집이 불탔고, 1,200여명의
화교화인이 희생되었다47). 인도네시아 개발독재 세력은 한편으론 화교
44) 윤인진․이유선, ｢인도네시아의 민족관계 :화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5(2),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2002, 265∼7쪽.
45) ‘둘 만 낳아 잘 기르자’던 196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 시기의 슬로건을 연상
케 한다.
46) 수하르토의 3남 토미와, 장녀 시티, 2남 밤방이 주도하는 족벌경제체제는,
이들 이름의 이니셜을 딴 ‘도시바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다.
47)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에서의 화교화인 희생자수는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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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과 함께 ‘유사자본’을 형성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론 반(反)화교화
인 정책, 수십만 명의 티모르인을 살해하였던 반(反)티모르 정책-동티
모르 무력병합 등을 동시에 진행시켜갔다.
전후 인도네시아가 반(反)화교화인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
식으로 개발독재 체제를 이어 갔다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들을 상
대적으로 우대하는 이른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개발독재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갔다고 할 수 있다48). 특히 1969년 5․13사건 이후, 말레
이시아 정권은 6.5%에 불과한 말레이인들의 자본 소유비율49)을 높여,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부미푸트라 정책’50)을 강
다. 자카르타에서의 희생자 수는 1998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의 통계.
최승현(2008), 275쪽.; 홍재현(2011), 413쪽.
48) 1948년 말레이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치정부가 탄생되었는데, 이로 인해 화
교화인과 인도인들은 1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와 말레이어 시험 합격
증이 있어야만 시민권이 주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을 몰아낸
영국이 모든 화교화인(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거나 10년이상 거주한)들에
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말라야 연맹안’을 내놓았지만, 화교화인들이 관심
을 보이지 않았던 탓에,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시아 거주 화교화인과 인도인
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말라야 연합안’을 내놓아 통과되었다. 하지만 말레
이시아 거주 화교화인과 인도인들은 각각의 지지정당(MCA, MIC)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결과, 말레이인들과 동등한 시민권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슬람을 ‘국교’로, 말레이어를 ‘국어’
로, 이슬람 술탄을 ‘국가의 정치종교 지도자’로 인정하는 타협안(헌법 153
조)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었다(小野沢純、｢ブミプトラ政策多民族国家マレーシアの開発ジレンマ｣、マレーシア研究 第1号, 2012.
등 참고).
49) 1970년 화교화인의 자본소유 비율은 말레이시아 전체 자본의 90%에 달했
다. 6.5%에 달했던 말레이인들의 소유자본 비율은 2000년대에 들어 30%
로 늘어났다.
50) ‘부미푸트라’는 ‘대지’라는 뜻의 ‘부미(Bumi)’와 ‘자손’이란 뜻의 ‘푸트라
(Putra)’가 결합한 단어로, ‘이 땅의 자손’ 혹은 ‘이 땅의 주인’으로 번역할
수 있다. 화교화인(36%)과 인도인(10%)을 제외한 말레이인(52%)과 기타
소수종족을 가리키며, 대부분 이슬람교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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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히 전개했다.
부미푸트라 정책은, 기업공개 및 정부 조달 계약 입찰에 말레이계가
최소 30%의 지분을 갖도록 한다든지, 화교화인 기업일지라도 부미푸
트라(말레이인)를 고용해야 하며, 종합대학 정원의 60%는 부미푸트라
에게 할당하는 등, 일종의 부의 재편성, 곧 말레이인들의 ‘평등’을 위한
화교화인들에 대한 ‘불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51).
부미푸트라 정책은 특히 ‘루쿠네가라(Rukunegara)’라는 새로운 국가
이념과 ‘신경제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루쿠네가라’는 최고신, 국왕과
국가, 헌법 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말레이인의 특별
한 지위를 인정한 말레이시아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 것이다. 이
러한 ‘루쿠네가라’ 이념은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책, 곧 말레이인들의 우
대와 비말레이인들에 대한 차별을 골간으로 한 ‘신경제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말레이인 중심의 기업 고용구조 확립, 말레이인과 비말
레이인 간의 소득 불균형, 소유 불평등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 퇴치,
경제적 불균등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52).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다른 한편 화교화인들의 역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화교화인들이 중심이 된 말레
이 공산당(MCP)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무장투쟁에 들어가, 1989년 말
무장투쟁의 종식을 공식선언하기까지 무장투쟁 방식을 고집할 정도로
화교화인들의 반발은 집요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와 같은 반발을 국가
51) 부미푸트라 정책은 경제활동, 교육, 취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레이인
들을 우대하고 화교화인과 인도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다(김용은, ｢말레
이시아의 부미푸트라 정책-평등을 위한 차등정책｣, 고용노동부.
http://molab_suda; 2014.5.23.).
52) 소득, 고용, 자산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경제 정책’은 특히 말레이
인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부문에서 상공업부문으로, 전근대적 부문에
서 근대적 부문으로의 고용정책 전환을 꾀하였다. 이경찬(1998),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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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통해 통제하였는데, 국가보안법은 라
작과 마하티르로 이어지는 ‘말레이주의자’들의 개발독재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통치수단이기도 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말레이인 우대, 화교화인 및 인도인 차별 정책은,
말레이인 출신의 신흥 자본가들을 상당수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말
레이시아 내부의 빈부격차가 단지 화교화인․인도인과 말레이인 사이
의 격차에만 기인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화교화
인과 인도인 사이, 혹은 화교화인 내부 계층 사이, 로컬과 로컬 사이에
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교화인의 희생을 골간으로 한 부미푸트라 정책은 계속되었
고, 화교화인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다. 결국 대학교육 등에서 많은 기
회를 박탈당한 화교화인들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켜, 그대로 해외에
서 거주케 하는 등, 화교화인들의 해외 탈출은 줄을 이었다53). 화교화
인의 경제력이 말레이시아 경제 불균형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하티르 등 말레이시아 개발독재 세력은 불만을 화교화인
들에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제 불만세력들을 통제해왔던 것이다.
결국 개발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 ‘유사(類似)자본’을 형성한
것은 소수 재벌 화교화인이었지만, 이를 대신할 엄청난 희생과 탄압을
받은 것은 다수 화교화인들이었다. 중국 국적의 ‘화교’들은 앞을 다투
어 거주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 ‘화인’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언
어는 물론 문화마저 잊어버리게 된 상태에서, 거주 국가의 시민 아닌
시민=‘유사(類似) 시민’이 되어 갔다.
인도네시아는 홍콩과 타이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화교화인이 살고
있는 나라이지만, 화교화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3∼4%선으로, 대략
53) 기회가 차단되어 해외유학을 떠났던 화교화인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더 좋
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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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에서 1천만 명 선이라고 알려져 있다. 화교화인의 숫자가 이처

럼 분명치 않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이 화교화인이란 사실을
그다지 쉽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보이지 않는 화교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30만 명에 달하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1965년 이후, 많은 화교화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거
나, 자신이 중국계임을 밝히지 않기 시작했는데54), 이는 화교화인들이
국적의 취득과 무관하게 거주국의 시민으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교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해 화인이 되고자 하는 행렬도 줄을
이었다. 거주국의 문화가 몸에 밴 상태에서 1960년대 초 중국으로 돌아
간 화교들의 실패담은, 곧바로 거주국의 국적 취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600만 명에 달했던 인도네시아(630만)와 말레이시아(565만) 화교
는, 1980∼1990년대에 이르러 대략 그 5%만을 남긴 채 모두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55)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거주국의 국적일
뿐,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중국식 이름, 중국어 간판은 물론, 중국어 교
육, 중국어 신문, 그리고 춘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금지56)된 채, 이

54)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5, 125쪽.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화교화인과의 충돌에 관해서는 홍재현 논문
(2008년, 2011년) 참고.
55) 필리핀의 경우 1974년까지 화교의 국적취득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마르코
스는 화교가 좌파조직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적취득을 적극 장려해 76년부
터 3년 동안 3만 명이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王付兵, ｢二戰後東南亞華僑
人認同的變化｣, 南洋問題硏究第4期, 2001.; 宋承錫, 앞의 책, 280∼285
쪽.).
56) 인도네시아의 경우, ①1952-59년 각종 배화 관련 법규 제정(1959년 ‘10호
법령: 소규모 지역에서 화교화인들의 소매업 경영 금지로 30여만 명의 농
촌 화교화인들의 소매상이 도산했다.), ②1960년 중국어 간판 금지, ③1965
년 중국어 출판물 발행 금지, ④1967년 전면적 강제동화정책 ’화인문제 해
결을 위한 기본 정책‘을 발표했다(莊國土(2003); 宋承錫(2014), 9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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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뿐인 시민 곧 ‘유사 시민’을 이들은 살아가야만 했다.

2) 개발독재 시기 한국의 화교화인
식민지 시기 만보산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조선의 화교화인들
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총동원체제 하에서 화교화인
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57). 하
지만 해방이 되자 해방공간 하에서 한국의 화교화인 수는 급격히 늘어
났다. 1945년 이후 중국 내전을 피해 중국과 북한에서 많은 화교화인들
이 남한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다58).
화교화인을 통한 상권도 활발해졌다. 일본이 철수하자 당장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던 한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를 통해 생필품들을 들여오
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천을 중심으로 화교화인들의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밀수) 무역은 급성장했다59). 하지만 해방공간에서 급성장
한 화교화인의 경제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
공화국의 등장으로 중국본토를 중심으로 진행시켜온 무역시스템이 일
거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 화교화인들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산동성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의 무역이 단절된 상태에서, 복건성 중
심의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처럼 홍콩이나 타이완과의 무역을 지속시
키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남한 정부는 1949년 이후, 수입할당제, 외
57) 영업세를 내는 화교화인 수는 3,619명(1928년)에서 1,536명(1938년)으로 줄
었다(朝鮮総督府財務局, 朝鮮税務統計, 1939. ; 양필승․이정희(2004), 53
쪽.).
58) 1945년 1만2천명 정도였던 화교화인은, 1949년 2만명까지 늘어났다.
59) 1948년 인천 화교화인 무역상 13곳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21%, 수입액의
16%를 차지할 정도였다. 박은경, 화교의 정착과 이동: 한국의 경우, 이
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59∼60쪽.

식민형 ‘중간시민’에서 동화형 ‘유사시민’으로 / 신명직 407

국환 거래 규칙, 외국환 관리규정 등을 제정해, 한국 무역상들을 보호
하고 화교화인들을 구축하는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정책들
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등장으로 인한 국교단절,
중국인민군의 한국전쟁 참전이라는 ‘냉전’적 상황과 함께 맞물리면서
화교화인들은 점차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다 본
격적으로 화교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개발독
재’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60∼70년대부터였다.
개발독재 기간 동안 화교화인에 대한 배제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①1962년 단행된 ‘화폐개혁’, ②1961년 시행된 ‘외국
인 토지소유금지법’과 70년대에 실시된 ‘서울도심 재개발 사업’, ③1973
년 시행된 ‘가정의례준칙’과 ‘쌀밥 판매 금지령’ 등이 그것이다. 화교화
인이 지니고 있던 화폐, 토지, 경영에서의 지위를 박탈하여, 자민족 경
제를 발전시키려 한 정책들이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단행된 ‘화폐개혁’은, 기존의
지하자본과 화교화인의 자본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경제개발을 위한
초기자본으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정권을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단행
된 것이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하지만 1961년에 실시된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60)과 1970년대에 시작된 ‘서울도심 재개발 사

업’은 화교화인의 경제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60년대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이 농촌 화교화인(華農)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면, 70년대 ‘서울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시 화교화인의 집
거지(華僑村: Chinese enclave) 해체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은 화교화인이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마련해온 집,
농장, 상점과 같은 전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1
60) 1961년의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법’은, 1968년엔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00평까지, 1970년엔 외국인 한가구당 200평 이하 주택 1채, 50평
이하 점포 1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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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년과 70년, 완전 금지에서 다소 후퇴한 법안들이 공표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평 이상 규모의 농업과 상업(음식점 등)을 경영
해오던 화교화인들은 모든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
화교화인들이 받은 타격은 엄청났다61). 동남아 화교화인들이 받았던
불이익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수도권의 많은 중국음식점에 채소를 공급하던 영등포, 구로, 부천 일
대의 화농(華農) 채소밭경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화교화인들은, 중
국과의 외교단절, 외환규제 등으로 무역업도 불가능했던 터라, 가능한
것은 중국 음식점이 거의 유일했다. 하지만 1973년 실시된 ‘가정의례준
칙’과 ‘쌀밥 판매 금지령’62)은 화교화인들의 중국 음식점 경영까지 압
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한국의 화교화인들에게 주어진 유일
한 선택지는 한국을 떠나는 것이었다63).
화교화인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했던 또 다른 정
책 사업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다. 수표교와 서소문 일대가 화
교화인 집거지로서의 매력을 잃었지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명동
과 북창동, 서소문을 잇는 소공동일대에는 화교소학교와 중학교를 비
61) 한국인 친구 명의로 소유주를 바꿨다가 그 친구의 배신으로 앓아누웠다든
지, 화농(華農)들이 농토를 포기하고 도시로 나와 중화요리집을 시작했다
는 일화는 당시 비일비재했다(이창호,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일고찰: 인천 차이나타운 거주 華僑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연구15(1),
2012, 12∼15쪽).
62) 결혼식 피로연과 회갑연 등을 금지시키는 가정의례준칙과, 비록 3개월 만
에 취소되긴 했지만 쌀밥 판매를 금지 시켰던 법령발포는 중국 음식점들
의 위축과 도산을 초래했다. 박경태(2008), 157∼162쪽.
63) 인천 차이나타운 등을 그린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정재은 감독, 2001년)
속 화교화인 3세 비류와 온조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들 쌍둥이 손
녀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이들 어머니가 인천 차이나
타운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정착한지 오랜 화교화인 1세와
중국 개혁개방 이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3세와 달리, 개발독재 시대와 직
면했던 이들 중간 화교화인 세대는 한국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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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화교화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양복점, 이발소 등등이 즐비했다.
당시엔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64). 1970년 서울시는 화교화인
들의 집거지였던 소공동 일대를 재개발해 현대식 화교회관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며, 서울시청 앞 화교상가를 철거했으나, 1976년 그 자리에
정작 들어서게 된 것은 지금의 플라자 호텔(한국화약)이었다.
중국과의 외교단절과 냉전 상태 하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사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개발독재 정권이 추구했던 것은 관광을 통
한 외화벌이 사업, 곧 화교화인의 집거지였던 서울 도심에서 화교화인
을 내쫓고 그 자리에 대기업 중심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롯데그룹이
소공동과 명동일대의 최고급 중화요리집 아서원(雅敍園)65)과 반도호텔
등을 인수해, 그 자리에 지금의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을 짓는 과정도
한국화약 그룹이 시청 앞에 플라자호텔을 짓게 된 경위와 무척 유사하
다. 서울 중심부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화교화인 소유 토지와
상권을 빼앗고, 그 자리에 재벌대기업을 통한 호텔개발을 도모한 것인
데, 이는 화교화인을 희생양 삼아 개발독재의 기반을 만들고자 했던 60
∼70년대 한국형 개발독재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64) 정은주, ｢차이나타운 아닌 중국인 집거지: 근현대 동아시아 역학 속에 주
조된 서울 화교 집단 거주지의 지형｣, 서울학연구, 2013, 146∼151쪽.
65) 반도호텔과 조선호텔 사이의 400평 규모(최대 900명 동시 수용)의 부지에
위치한, 아서원(雅敍園)은 1907년 창업해 1970년 문을 닫을 때까지 한국
최대 최고급 중화요리집이었다. 아서원은 롯데그룹에 헐값에 매각되어 5
년간 소유권 소송 끝에, 마침내 롯데가 최종 소유자가 되었다. 아서원과,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터에 지금의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을 건설할 수 있
었던 데는, 롯데그룹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라는 기록도 있다
(이용재, ｢재벌과 국가권력에 의한 화교 희생의 한 사례 연구-아서원 소송
사건｣, 中央史論35집, 92∼97쪽.;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2, 한
울, 2009, 제2장 ｢존슨 대통령 방한에서 88올림픽까지-도심부 재개발사업｣
과, 제3장 ｢을지로1가 롯데타운 형성과정-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베풀어
진 특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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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한국 화인화교들의 재이주(제3국 축출
혹은 귀환: second emigration)를 재촉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72
년 32,989명이던 화교화인들은 1990년 22, 84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한
국을 떠난 화교화인 대부분이 정착한 곳은 타이완과 미국이었다. 미국
으로 이주한 한국계 화교화인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광둥성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타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이들 재미 한국계 화교화
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은, 한국 국내 화교화인들의 중국음식점 수
보다도 더 많아졌다66).
미국이 아닌 타이완에로의 재이주는 1967년 공포된 ‘귀국 교포학생
호적등기판법(回國僑生戶籍登記辦法)’의 영향이 컸다. 귀국 교포학생들
에게 타이완 호적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주어지고, 이들에게 국민신분
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타이완을 조국으로 여기고
있던 한국의 2세, 3세 화교화인들은, 중국 산동성 출신 1세 한국 화교
화인들과 달리, 타이완에로의 귀환이주를 주저하지 않았다67).
하지만 타이완은 1994년 귀국 교포학생들에게 부여하던 호적 등록
특권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타이완 교포학생들도 일반 ‘출입국 및 이민
법’에 따라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동등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 출신 화인화교들은 한국과 타이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66) 박은경,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1986, 118쪽, 277∼286쪽.; 양필
승․이정희(2004), 90∼93쪽. 2016년 3월 미국 LA조사 결과, 다운타운에
위치한 구 차이나타운에는 베트남 출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이, 다운타
운의 코리아타운에는 한국 화교출신의 중국음식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67) 또한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신 화교화인들은 이주 2,3세까지 합
칠 경우 약 2만5천∼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台灣內政府入出國及移
民署:2012, www.immigration.gov.tw; 이창호,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
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45(3), 2012, 한국문화인류학회, 165∼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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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1990년대 이후 해외이주노동자들
이 타이완으로 밀려들자, 타이완은 이주관련 법과 정책들을 재정비하
는 과정에서, 해외 화교화인 자녀들에 대한 호적 등록제도를 폐지시켜
버린 것이다. 호적이 없는 한국 화교화인들은, 여권용 신분증 번호도
발급받지 못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비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안 되
었고, 자신의 조국 타이완에 갈 때조차도 매번 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68).
물론 한국의 화교화인들이 모두 미국이나 타이완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수의 화교화인들은 한국에 거주해 살고 있다. 1998년
화교화인에 대한 유화조치가 내려지기까지 개발독재 시기의 화교화인
들은 자신의 토지를 비롯한 재산권은 물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교
육과, 자신들의 마을마저 빼앗긴 채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
지만,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화교들도 여전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화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들에겐 주민등록번호의 뒷자
리가 남자일 경우 5, 여자일 경우 6이 부여69)된다. 취업과 승진은 물론,
각종 서류신청을 비롯한 모든 생활의 입구에서부터 이들은 차별과 배
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국적을 취득하든 하지 않든, 한국의 화
교화인들이 시민 아닌 시민-‘유사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
68) 한국 출신 화교화인들은, 자신의 조국이라고 믿고 있는 타이완에 갈 때조
차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할 때, 자신이 바로 난민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고 한다.(이창호(2012), 168∼9쪽.) 이는 재일 한국인 3세, 4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받는 인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재일한국인 3세 강신자
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머리 둘 곳 없음을 자신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
다(姜信子, ごく普通の韓国人, 朝日文庫, 1990.).
69) 박정범의 영화 ｢125전승철｣에서 ‘125’는 탈북자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
호 뒷자리의 첫 3자리 번호이다. 탈북자를 끝내 자살로 내몬 차별과 배제
의 주문처럼, 화교화인들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작 번호는,
‘차별’과 ‘배제’의 주홍글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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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2. 계급 독재 시기 인도차이나 화교의 ‘유사시민’화
서구 식민기와 아시아태평양전쟁 일본 식민기를 거쳐, 전후 ‘개발독
재’가 진행되는 동안 화교화인들은 반공․냉전 이데올로기 하에서 거
주국의 시민이 될 것을 강요당했고 그로 인해 대다수가 거주국의 시민
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민 아닌 시민-유사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개발독재’와는 다른 길, 곧 전후 ‘계급
독재’의 길을 걸었던 인도차이나 반도 3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개발독재’ 국가들과 그
다지 다를 바 없다.
프랑스 식민지령의 중심지였던 코친차이나(Cochin China :현 베트남
남부) 화교화인은,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중개자로서 점령군에게 물자
를 공급하고, 주민과의 다양한 교섭 매개역을 담당했다70). 프랑스 식민
지 시기 이들은 중국 방언별(福建, 廣東, 潮洲, 客家, 海南)로 나뉘어진
5개의 행정구(幇:Congregation)에 소속되어, 프랑스 식민정부가 임명한

각 행정구 대표(幇長) 하에 출입국 수속, 징세 등을 관리하였다71). 다
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교화인과 마찬가지로 ‘중간시민’으로서의 지위
를 확보했으나72), 베트남 전역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며, 라오스 의 경
70) 화교화인은 그 대가로 프랑스인으로부터 아편, 술, 소금의 간접세 청부 권
리 등을 부여받았다. 베트남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이 아닌 북부 베트남의
경우, 화교화인은 베트남인으로부터 격리되어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한 채,
적대적인 관계일 경우가 많았다(高田洋子, ｢フランス領インドシナの植民
地と詩研究序説｣, 国際教養学論集 1, 1991.9, 71∼85頁.).
71) 高田洋子, ｢フランス領インドシナの植民地都市研究序説｣, 植民地都市の
研究(編著), 国立民族博物館地域研究企画交流センター, 2004, 440頁.
72) 베트남 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중국 방언 별로 5개의 방(幇)에 화교화
인들이 배치되었다(野澤知弘, ｢カンボジアの華人社会｣, アジア経済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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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프랑스로부터 화교의 입국이 제한되어, 1930년대 화교화인의 수는
단지 3천명에 불과했다73).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3국의 이와 같은 식민지 경험은, 전후 다른 동
남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던 식민지 유산으로서의 화교화인 학살과 같
은 참극이 발생하지 않았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오히려 화교와 베
트남인 혹은 크메르인 사이의 결혼도 흔해, ‘민퐁(Minh huong ;明郷)’
혹은 ‘시노크메르’ 등의 혼혈이 정착할 정도로 선주민과 화교화인 사이
의 관계는 무척 원만한 편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이 이뤄
진 이후, 화교화인에 대한 배척과 박해는 시작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남과 북 모두 화교화인을 배척했는데, 남베트남에서는 1956년과 1957
년 ‘국제법’ 등을 고쳐 외국인들이 11개 업종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화교의 경제력을 배제하고 베트남인(민족) 경제를 우선시하
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취업에 제한을 두기도
해, 많은 화교들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북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화교화인 4만 여명이
남베트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화교화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국영기업이 새로 설립되고 베트남 국적취득이 강요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베트남 남부와 북부 모두 중국어 수업시간을 제한
하거나 금지시키는 등, 화교화인을 배척하고 베트남 민족을 중시하는
배화(排華)정책을 동일하게 실시했다. 하지만 베트남에 있어 ‘배화’를
넘어선 ‘화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75년 남북 베
트남이 통일된 이후, 특히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전쟁 이후라고 할 수
V-8, 2004.8, 65～66頁.).
73) 19세기말 약 5천명, 1921년에 6,710명, 1930년 3천명 선으로 20세기 초에
들어 프랑스는 화교의 입국을 제한하였다(五島文雄, ｢インドシナ三国の
華人․華僑社会の変容｣, 大阪大学中国文化フォーラム, 2011.6, 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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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통일 베트남은 75년과 78년 두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화교화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트피플’이 대량으로 발생, 많
은 화교화인들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80년대 초까지 발생한 베트남 난
민 1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화교화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십만 명의
화인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화교화인의 재산 30억 달러 가량이 몰수되
기도 했다74). 이같은 화교화인에 대한 압박은 78년 베트남과 중국 사
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79년 초 전면전이 개시되면서 특히 심화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압박 이외에도, 남베트남 사이공 지역에 있던 화교화인
학교 50여개가 폐쇄되는 등, 문화 및 교육 면에 있어서도 화교화인들은
심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화교화인 역시 1975년 공산화와 함께 심한 박
해를 받기 시작했다. 1975년 이후 라오스 화교화인의 재산은 몰수되었
고, 소규모 공장 및 상점 이외의 화교화인 공장 및 상점 역시 모두 폐
쇄되었다. 화교화인의 학교 폐쇄, 중국어 신문 노화신문(老華新聞)
폐간 등이 이어졌으며, 토지 구매, 군 입대, 공직 참여, 대학 입학 등에
서 화교화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지자, 화교화인들 대부분이 거주
국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75).
캄보디아 역시 1970년 론 놀(Lon Nol)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남베트
남과 마찬가지로 ‘신이민법’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경제적 참여를
통제하거나 해외송금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화교들의 캄보디아 국적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화교들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
다76). 하지만 론 놀은 화교화인들이 시아누크와 베트남 공산당을 지지
74) 崔晨, ｢ベトナムにおける華人資本の形成と変遷｣, 海外事情54(11), 拓殖
大学海外事情研究所, 2006, 106∼116頁.
75) 王付兵, 앞의 글, 285쪽.
76) 화교화인 학교에서는 매주 10시간의 캄보디아어 교육이 강요되었으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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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의 모든 화인학교를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박
해를 가했다. 1976년 정권을 잡은 크메르 루주 사회주의 정권은 론 놀
과 달리 화교화인들을 자산가라는 측면에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화폐 유통 및 사용을 금지시키는
과정에서 화교화인들은 모두 도시 밖으로 쫓겨났으며, 그들이 갖고 있
던 모든 경제기반을 빼앗겼다. 이와 같은 현상은 크메르 루주 이후 헹
삼린(Heng Samrin)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되었다.
개발독재와 계급독재는 적어도 화교화인이라는 타 민족 혹은 타 인
종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만은 동일했다. 동일하게 ‘국민’이길 강요했으
며,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어도 차별과 박해는 계속되었다. 시민이
되어도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없는, 화교화인에게는 오로지 ‘유사 시민’
으로서의 길만이 허락될 뿐이었다.

Ⅳ. 맺는말
동아시아에서 화교가 생겨났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선 시민 곧 초국
적 시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식민의 형성과정에서 생겨난 동아시아의 화교는 따라서 동아시아 최초
의 초국적 시민이었지만 ‘동원’된 그리고 ‘배치’된 초국적 시민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식민지 본국과 거주국 그리고 중국 사이를 넘나
들며, 스스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
결과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이들의 초국가성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교화인 학교나 중국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60년대 말
화교화인학교는 212개교로 학생수는 5만 여명이나 되었다(五島文雄, 앞의
글, 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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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화교화인의 변모과정을 살펴볼 경우, 크
게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식민형, 동화(同化)형, 중화(中
華)형이 그것이다. 화교화인의 지위는 이들 3가지 유형이 변모하는 과

정에 따라, 중간자적, 피지배적, 지배적인 형태로 변모되어 갔다.
그 최초의 유형에 해당되는 식민지 시기 화교화인의 ‘식민형’ 초국가
성이 화교화인의 중간자적 지위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구 식민자들의 분할통치구조가 존재한다. 로마동맹에
참가했던 고대 로마 시절의 라틴 시민들에게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주
어졌던 ‘중간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이 화교화인들
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반(半)식민지 중국에서 화교화인을 ‘동원’해낸
서구 식민자들은 이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선주민들을 분할통치할 목적
으로 화교화인에게 중간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배분, 배치한 것
이다. 따라서 이들의 초국가성은 반식민지로부터 동원된 것이자 분할
통치를 목적으로 배분․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식민지 시기 이후 화교화인의 초국가성은 상실되었고, 이들의
지위는 중간자적 지위에서 피지배적 지위로 변모되었다. 이들의 지위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본
이 서구를 대신한 새로운 식민자로 등장하면서, 선주민들을 반(反)서구
반(反)중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중간자 곧 화교화인 수탈과
학살에 동원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형 개발독재와 계급독재 체제가 초국가성 대신 선주민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국민 만들기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가 끝나자 화교화인들은 실제로, 거주국의 개발/계급 독
재 세력으로부터 거주국의 ‘국민’이 될 것 –‘동화’를 끊임없이 강요받
았고, 그 결과 많은 ‘동화형’ 국민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거주국의 완전한 ‘국민’이 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국민 아닌
국민’ 곧 ‘유사시민’의 지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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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화인에 대한 동남아 국가 선주민들의 불만은 먼저 서구 식민지
기간 동안 중간시민으로 대리통치해온 데 대한 불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
에, 그 보다는 개발독재 기간 동안 개발독재자들과 밀우(密友)관계를
유지하며 ‘소수’의 화교화인 자본들이 이른바 ‘유사자본’을 형성하게 되
면서, 화교화인과 선주민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된 데 따른 불만이 더
컸다. 개발독재기간 선주민들은 화교화인데 대한 대규모 학살을 저질
렀고, 개발독재정권은 ‘다수’의 화교화인들을 억압하는 정책들로 일관
했다.
한국의 화교화인도 마찬가지여서, 냉전을 토대로 한 개발독재가 진
행되는 동안 화폐개혁과 토지소유금지법, 서울도심재개발 사업 등을
거치면서 화교화인들은 해외로 도피하지 않을 경우 ‘시민 아닌 시민’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남아시아 역시 반공 민족주의 정
책에 기반한 부미푸트라 우선정책(말레이시아), 농어촌 화교상인 상업
활동 금지정책(인도네시아) 등으로, 밀우관계를 통해 유사자본을 형성
한 소수 화교화인이 아닌 대다수의 화교화인들은 ‘시민 아닌 시민’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배화(排華)정책과 화폐개혁, 재산몰수
등으로 많은 화교화인-보트피플을 만들어냈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캄보디아 등 계급독재를 진행했던 인도차이나 국가의 화교화
인의 지위 역시 개발독재 하의 화교화인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교화인의 지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루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먼저 구(舊)화교화인 자본을 중
국으로 불러들였다. 동남부 연안도시의 많은 투자구와 개발구를 통해
들어온 구화교화인의 자본은 중국굴기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이와 함께 신(新)화교화인을 중국 바깥으로 배출해내기
시작하였다. 초기엔 단기 거주형 단순노동이주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중국 경제발전과 함께 점차 유학 영주형 기술이주, 자본투자형 투자이

418 石堂論叢 70집

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 중국 국경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
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동남아시아를 중
심으로 불기 시작한 ‘재중국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국경은커녕 거주국의 국경조차 자유롭게 넘나
들지 못하던 화교화인-유사시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조직해 가며,
중화(中華)형 네트워크 시민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화교화인은 이처럼 식민기, 개발/계급 독재기,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각 시기별 유형은 다르지만 국경을 넘어선 시민 ‘동아시아 시민’
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기 이후 화교화인의
변모과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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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Colonial Intermediate Citizen
to Assimilated Ersatz Citizen
- the change of Overseas Chinese and the
formation of East Asian Citizen Shin, Myoung-Jik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spread of overseas Chinese
around the world has been a result of historical,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both in China and in the host countries. The present
research discusses the concept of overseas Chinese as ‘intermediate
citizen’ in lands under colonial governance,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under European and Japanese rule. It proposes that in both
eras, the ruling governments had a 'divide-and-rule' social policy
such as had been used in the Roman Empire, in which one group of
residents received special rights and privileges in order to separate
them from the general populace in order to maintain control.
However, overseas Chinese under Japanese rule began to lose the
rights that they had had under the Europeans and instead local
residents began to play a similar role as intermediate citizens.
But the transnationality of overseas Chinese began to be lost, and
their status began to be changed from the intermediate to the
oppressed. After the colonial period, actually overseas Chinese was
forced to be the ‘nation’ of the country of residence - assim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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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class dictatorship. But they
didn't become to the true ‘nation’ of the country of residence. They
had to fall the status of ‘nation but not nation’ that is ‘ersatz
citizen’.
Overseas Chinese in the Korea had to flee abroad or had to live
as a ‘citizen but not citizen’, because the currency reform, the
prohibitional law of landholding, and the redevelopment work of
Seoul, during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status of overseas
Chinese in the Indochinese Peninsula that performed the class
dictatorship as like Laos, Cambodia, and Vietnam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nation under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Vietnam had produced numerous ‘boat people’, namely overseas
Chinese

injured

from

the

overseas

Chinese

exclusion,

the

confiscation of property, and the confiscating poverty. Overseas
Chinese in the East Asia has been shaped as the each other
transnational citizen namely ‘East Asia citizen’, according to the era
of colony, developmental/class dictatorship and after the Chinese
Reform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from
‘colonial intermediate citizen’ to ‘assimilated ersatz citizen’.
Key Words : overseas Chinese, intermediate citizen, East Asian
citizen, developmental dictatorship, class dictato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