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종으로 인한 화/재앙(황화)
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

황화는 흔히 서양 문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동아시아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역사적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동아시아인을 
미개하고, 더럽고, 환영 받지 못하고, 영구적인 외부인 또는 "기타"로 간주함
으로 질병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에 발생한 사건들과 대중 매체의 묘사들을 좀 더 가까이 관찰해 보면, 역사적 
사건들 그 이후로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속되는 황화의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자취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화는 북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
다. 어느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Wilhelm II)는 부처가 용을 타고 유
럽에 쳐들어 오기 직전인 꿈을 꿉니
다. 그는 화가 Hermann Knackfuss
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화폭에 담도록 
지시합니다. 그 그림은 몇 해 후 

"Harper's Weekly"라는 잡지를 통
해 출간되고, 이는 "황화 (Yellow 

Peril)"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이민 정책 왕립 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Chinese 
Immigration)는 중국인 이민의 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
법을 모색하였습니다. BC주 전역에
서 증언을 모았고, 중국인들이 "부도
덕, 부정직, 비청결 또한 질병에 취약
하고 동화가 불가"하다고 보고하였
습니다 (Gagnon 외, 2020).   

중국인 이민법 (Chinese 
Immigration Act)이 통과되어, 중국
인 이민자 일인 당 50달러의 인두세를 
적용하였습니다. 50달러였던 인두세
는 1902년도에 그것의 두배인 100달
러로 상향되었고, 바로 그 다음해인 

1903년도에 5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
다.

밴쿠버에서는 아시아인 배제 동
맹 (Asiatic Exclusion League)
이 조직한 시위가 성난 군중들이 
차이나타운과 제팬타운에서 폭
동과 업체 기물 파손을 시작함으
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습니
다. 시위대는 "캐나다를 백인으
로 유지하자" 및 "황화를 저지하
자"와 같은 문구가 담긴 표지판

을 들고 다녔습니다. 

BC주 빅토리아 교육위원회는 중국
인 학생들의 학교 분리를 도입함으
로, 1년에 걸쳐 진행된 중국 학생들의 
파업에 불을 지폈습니다. 학교 분리
를 요청한 사람들은 백인 학생들을 
질병을 전파하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중국인 학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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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다수의 중국인 학
생이 있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
다고 생각한 부모들로 인해 약 
절반의 학생들이 결석을 하였
습니다 (Leu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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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에는 중국인 이민법 (동일
한 이름의 신규 법률로서, 중국인 
배제법으로도 불리움)이 통과되
어, 거의 전적으로 중국인 이민을 
금지했습니다. 캐나다 연방 성립 
기념일 (Canada Day)로 알려진 
이날을 중국인들은 "굴욕의 날 

(Humiliation Day)"로 대신 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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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아시아인들
과 어울려지도록 무차별적으로 내던져 진 우
리 아이들은, 반란 사건이 마음 속에 지울 수 
없게 각인될 수 있는 어린 나이에 동양인의 
비행에 타당한 이유도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
다. 더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아시아인 
아이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접촉으로 인해 위험
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는 적정한 위
생과 청결이 경시될 뿐 아니라 완전히 묵살되
는 그러한 거주지 출신들입니다. 몇 몇 경우, 
이런 동양인들이 유독한 약물의 연기가 배인 
옷을 입고 몸에는 혐오스러운 병균들을 묻힌 
채 우리의 공립학교 교실로 들어옵니다. “

 
(밴쿠버 시의회 의사록을 Stanley가 인용함, 1990, p. 289-

290)

BC주 리치몬드 지역의 가정들에 
인종차별적 전단지가 배달되었
습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수 많
은 인종차별 사건 중 하나로서, 황
화의 반복적이고 끈질긴 존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전단
지는 중국인을 침략적, 외국의, 원
치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미디어들은 해당 질병을 "치명적
인," "끔찍한" 그리고 "이국적인" 것으
로 묘사했습니다.  결국, 동양인 지역
사회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
장하는 데 기여하고, 인종 차별 및 괴

롭힘을 초래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황색 경보"라는 
일면 머리기사를 사용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발에 직면하
여 또 다른 범세계적 황화의 부활을 
시사하였습니다. 캐나다의 Angus 
Reid 여론조사에 의하면, 설문 대상
자의 43%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인해 협박이나 위협을 경험했다고 보
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설문 대상자
의 단지 13% 만이 자신들이 항상 캐
나다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데 동의
하였습니다 (CBC 뉴스, 2020).

보신 바와 같이, 황화는 캐나다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끊임 없이 반복되
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발자취에 종지점을 찍기 위해서는 인종주의와 차별주의라는 
진정으로 심각한 질병의 종식을 위해 반드시 모든 캐나다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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