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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이주세대에 따라 인지하는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14개국 
36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버전을 이용해 이주세대간 인지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
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대별로 인지하는 참가경험에 차이가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들의 경우 이주를 결정
한 1세대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보다 전국체육대회의 참가경험을 차별보다는 이익이 되는 경험
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대에 따라 하위문화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성장한 1.5세대들이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 교섭을 한다. 
주제어 : 전국체육대회, 재외동포, 이주세대, 인지된 참가경험, 하위문화정체성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perceived experiences and sub-cultural identity 
between the overseas Korean' generat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NSF). 
Data were 360 overseas Koreans from 14 countries who participated in the 2015 NS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ived experiences between overseas Korean' generations. More 
specifically, 1st generation among overseas Koreans has more positive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less 
negative participation experiences than other generation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sub-cultural identity 
between overseas Korean' generations. Particularly, 1.5 generation has much closer Korean identity than other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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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그리고더좋은삶을추구하기위해서한나라에서다른

나라로 이주해왔다. 이와 같은 글로벌 이주현상은 이주

를보내는국가와받아들이는국가두나라의정치, 경제,

문화와같은거시적이고사회환경적인제도들에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아

왔던 거주민과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 등 모든 개개인들

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

이처럼 글로벌 이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슈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이주민의 숫자

가 150만 명에육박하면서대한민국의정치, 경제분야뿐

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

슈가 되고 있다[2].

하지만국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이주민문제보다도

최근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외동포들은

2009년 재외동포참정권을허용하면서더큰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국외에거주하고있는재외동포(overseas Koreans) 숫자는

이미 700만 명을넘어서앞에서언급한국내외국이주들

의 5배를 넘어서고있어해외에거주하고있는재외동포

들에대한관리(Overseas Korean' management)가국가의

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3,4]. 이러한관심의증가는재외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모국 혹은

거주국의 정체성을 교섭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학과이주학분야에서주요연구주제들이되어왔다[5].

이러한 이유는 Baldassar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는 새로운 나라로 정착하면 끝나는 과정으로서 인

식되어져왔기 때문에, 이주 후 발생하는 모국방문 경험

과이주자들의정체성에대한연구는미흡하였으며이로

인해 이주연구의 일부분으로 개념화 되지 못해왔기” 때

문이다[6] 하지만 급격하게 발전된 교통과 통신은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이 모국과의 관계를 보다 밀

접하게할수있도록도왔으며, 이는그들의초국적정체

성을 교섭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7].

하지만 재외동포들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이주를

결정한이주 1세대들에게초점을 맞춰왔으며, 특히 이들

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 혹은 교섭하는지가 연구의 주

관심사였다. 하지만 Ali와 Sonn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이주민의초국적정체성교섭은이주를결정한사람들과

그들과함께동행한자녀그리고이주후에새로운거주

국에서 태어난 자녀들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8].

따라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주를 스스로 결정한 이

주 1세대들과그들과동행한자녀, 즉모국에서태어나서

청소년기전에새로운거주국으로이주한 1.5세대그리고

새로운거주국에서태어난 2세대등이초국적이주의환

경에서자신들의정체성을다르게교섭하는지에대한연

구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9,10,

11, 12]. 무엇보다도 1.5세대와 2세대는 두 개의 다른 언

어, 두 개의다른문화그리고두개의다른정체성을교

섭할수있기때문에기존 1세대이주자들과의문화적정

체성을비교연구하는것은매우의미가크다고할수있

다[13].

1920년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국체육대회는일본식민지에서해방과더불어 ‘국민의

건강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두가지목표를가지

고발전되어져왔으며다양한국제스포츠이벤트대회에

서대한민국의우수한경기력을선보이는데중요한공헌

을 해왔다[14]. 특히, 경제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

치였던 1960년대 재외동포를 통해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초청하면서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들이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재외동포전국체전은참가국가의범위를확

대하면서현재 17개국에거주하는재외동포들로확대운

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 전국체육대회는 대한

민국정부가국외에거주하는재외동포들과의관계를강

화하고 그들의 민족주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데 스포츠

를 이용하며 발전되어져 왔다[15].

실제로 2005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

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모국방문을 통해 한국인

으로써의 정체성과 민족문화적 문화일체감을 강화시키

기위해서노력하고 있다[1]. Chang 등과 장익영은 실제

전국체전에참가하는뉴질랜드동포들의경우그들의전

국체전참가동기가초국적정체성교섭에중요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5].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스포츠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외동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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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스포츠의 역할을 대한 연구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무엇보다이주세대별의모국방문을통한경험이어떻게

그들의 문화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 세계 17개 국가들로부터 전국체

육대회에참가를위해서모국을방문한재외동포들을대

상으로이주세대별로어떻게지각된전국체전참가경험

과 그들의 하위문화정체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연구의목적이있다. 이와같은연구의목적을달성하

기 위한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국체전에참가하는재외동포세대간지각된경험은차

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세대 간 문화정체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이연구는전국체육대회에참가하는재외동포들의이

주 세대별 지각된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214
146

59.4
40.6

Participation
type

Player
Staff
Player & staff
Cheer team.

192
96
30
42

53.3
26.7
8.3
11.7

Generation
1st Generation
1.5 Generation
2nd Generation

250
75
35

69.4
20.8
9.8

C u r r e n t
country of
residence

Argentina
Australia
Brasil
China
England
Guam
Germany
Hong Kong
Indonesia
Japan
New Zealand
Philippine
Saipan
United States

4 (17)
12 (72)
4 (6)
56 (126)
8 (36)
28 (85)
13 (14)
36 (49)
16 (125)
18 (121)
44 (96)
46 (100)
18 (86)
57 (113)

1.1
3.3
1.1
15.6
2.2
7.8
3.6
10.0
4.4
5.0
12.2
12.8
5.0
15.8

* The number of ( ) in the current country is a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of each country in the NSF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의 연구대상

은 2015년강원도지역에서개최된전국체육대회에참가

하기위해서전세계 17개국으로부터모국인대한민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1,112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은이연구를위해서표집된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연구자는개막식이개최되기전날재외동포선수

단 대표자 회의에 직접 참가하여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

장 적합한 날짜를 협의하였다. 협의결과 개막식을 제외

하고전체선수단이모일수있는날이없어부득이하게

개막식이 개최되는 강릉종합운동장에 보조연구자 5명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무선표집방법(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14개국 408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자료 중 설문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무응답이

나 이중응답) 48명의 자료를 제외한 360명의 자료를 실

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써 설문

지를이용하였다. 설문지의구성은인구통계학적특성에

관한 3문항, 재외동포 세대와 관련된 1문항, 전국체육대

회에서의 지각된 경험 7문항, 하위문화정체성 3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독립변인으로설정한재외동포들의세대는이주

를 결정한 1세대, 이주결정자들과 같이 이주를 한 자녀

들, 즉한국에서태어나고거주국에서성장한 1.5세대마

지막으로거주국에서태어나고성장한2세대로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각된 참가경험은

Gomez가 개발하고 백선아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지각된경험‘ 설문지를이연구의목적에맞도록수

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16,17]. 전국체육대회에대한지

각된참가경험은 7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

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하위문화정체성에 대한 설문지는 Gomez

와 Taylor와 Doherty가 사용한척도로구성하였으며, 자

신의 문화 또는 거주국의 문화와의 일체감을 가지는 정

도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16, 18]. 총3문항의 5점리커

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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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기위해서스포츠사회학전공교수및박사 3인과의토의

를 통해 내용타당도에 대해서 논의, 수정하여 설문문항

을완성하였다. 이후, 설문지의타당도검증을위해서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분석방식으로는주성분분석을그리고요

인회전방법으로 직각 회전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

출기준은초기고유값 1.0이상으로하였다. 더불어신뢰

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α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cognised 
experiences in the NSF

Question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item 1(welcome) .851 -.020
item 3(kindness) .839 -.205
item 6(recognition) .818 -.059
item 4(fairness) .715 -.090
item 5(disparagement) -.090 .851
item 2(ignorance) -.291 .843
item 7(dislike) .039 .761
eigenvalue 3.059 1.713
variance(%) 43.701 24.476
accumulation(%) 43.701 68.177
Cronbach'α .829 .764

<Table 2>는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각된 참가경험

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된

참가경험은 긍정적 참가경험과 부정적 참가경험의 2개

하위변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긍정적 참가경험 변인은 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851-.715로 나타

났으며,, 부정적 참가경험 변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요인부하량은 .851-.761로 나타나타당하게측정된것

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참가경험에 대한

신뢰도값은각각 .829과 .764로 나타나신뢰할만한설문

지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ub-culture 
identity
Question sub-culture identity

item 1(Proud as Korea) .788
item 5(Proud of Korean culture) .786
item 3(Koreaness) .702
eigenvalue 1.731
variance(%) 57.701
accumulation(%) 57.701
Cronbach'α .618

<Table 3>은 하위문화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결과를나타낸것인데총 5문항으로구성된하위문화

정체성변인의탐색적요인분석결과 ‘한국인으로써자부

심’, ‘한국문화에대한자부심‘ 그리고 ’한국인으로써의자

각’등 3문항이 하위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변인으로 나

추출되었다. 변인에대한요인부하량은 .788-.702로 나타

났으며, 신뢰도 값은 .618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설문지

로 나타났다.

2.4 조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 및 보조연

구자 총 6명이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6회 전국체육

대회의 개막식에 직접 방문하였다. 설문지 배포전에 연

구대상들에게직접설문의목적과기입방법을설명한후,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

도록 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

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5 자료처리방법
연구자는 가장 먼저 회수한 설문지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중기입 또는 무기입 등의 불성실하게 응

답한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실제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Coding)시켰으며, SPSS/PC+

21.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기술통계분석, 탐

색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One-way ANOVA 분석및

사후검증 분석(sheffe 검증)을 하였다.

3. 결과
3.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지각된 참가 경험의 차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지각된 참가경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먼저 지각된 참가경험의 차별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보면거주국에서태어난 2세대들(M=1.90)이 한국에서태

나아외국에서성장한 1.5세대(M=2.08)나 이민을결정한

1세대들(2.30)보다 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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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analysis of perceived participation 
experiences

variable
Genera-
tions

N M SD F Post-hoc

discrimi-nat
ion

1st(a) 250 2.30 .85
4.708** c,b<a1.5(b) 75 2.08 .82

2nd(c) 35 1.90 .67

benefit
1st(a) 250 3.21 .74

5.225** b<a<c1.5(b) 75 3.01 .99
2nd(c) 35 3.62 .91

다른한편으로참가경험에대한 이익은 재외동포 2세

대들(M=3.62)로 1세대(3.21) 그리고 1.5세대(3.01)보다긍

정적인 참가경험을 보이고 있으며 두 변인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 간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하위문화정체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ANOVA analysis of sub-cultural identity
variable Generations N M SD F Post-hoc

identity

1st(a) 250 4.13 .50

4.763** c<a,b1.5(b) 75 4.28 .59

2nd(c) 35 3.95 .70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대에 따른

하위문화정체성의차이를검증한결과 1.5세대의재외동

포들(M=4.28)의 하위문화정체성이 한국인에 가장 가까

운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이주를결정한 1세대재

외동포(M=4.13), 다음으로 그리고 이주 후 거주국에서

태어나자란 2세대재외동포들(M=3.95)이 모국인대한민

국의하위문화정체성에서가장낮은문화적정체성을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이연구는전국체육대회에참가하는재외동포들을대

상으로재외동포들의이주세대별특징에따라지각된참

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국체육대

회에참가하는재외동포들의이주세대별특성(이주를결

정한 1세대, 모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주 결정자인 1세대

를 따라서 어린나이에 이주를 해 거주국에서 오랜 시간

을보낸 1.5세대 그리고이주결정자인 1세대들에게서 이

주 후 태어난 2세대)에 따라서 그들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을때어떻게다르게참가경험을인지하는지그리

고 어떻게 다르게 하위문화정체성을 교섭하는가를 실증

적으로 규명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어

진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그 의미를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

대에 따라 차별이나 이익과 같은 참가경험을 다르게 인

지하고있었다. 즉, 이주후거주국에서태어나고자란재

외동포 2세대들은전국체육대회참가를통해모국으로부

터 가장 적게 차별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큰이익을얻고있다고인지하고있었다. 이러한결

과는재외동포 2세대들의경우모국을방문한경험이상

대적으로적을뿐만아니라대한민국정부에서전국체육

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모국에 방문을 통

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환영,

친절함 등에 대해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결심한

1세대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들이 세 집단

중가장고국으로부터차별받고있다고인지하는결과와

상반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오래 머물러

왔는가에대한경험이그들의인지된참가경험에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더불어어렸을때, 부모와함께고국을떠나해외

로이주해고국에대한경험은물론새로운국가에서다

양한 경험을 해 왔던 1.5세대들의 경우 자신들의 초국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경험하는 이

익이적다고인식하고있어매우흥미있는결과를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

를통해왜, 세대간참가경험을다르게인지하는가에대

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

세대에따라자신들이한국인혹은한국문화에가깝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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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하위문화정체성의 정도를 다르게 교섭하고 있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대 재외동포들의 경

우 가장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

었다. 이는 장익영이 연구한 “재외동포들의 전국체육대

회 참가와 정체성교섭”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

다[15]. 연구결과에따르면, 모국에서의긍정적인경험은

재외동포들이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모국인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을 강

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재외동포들의 경우 모국을 방문할 때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

한문화에보다친밀감을느끼며정체성또한현재거주

하고 있는 국가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19,20,

21,22]. 따라서전국체육대회에참가경험중부정혹은긍

정적인경험이재외동포의정체성을교섭하거나형성혹

은재형성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변인이었다는

것이다[1,23,24,25,26].

하지만이연구에서는 1.5세대들이전국체육대회를통

해가장많은이익을얻지못하고인식하고있지만그들

의 하위문화정체성은 가장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까

웠다. 결국전국체육대회의인지된참가경험과하위문화

정체성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실제하위문화정체성에영

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가를보다심층적으로규명하

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알아내는 것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연구는전국체육대회에참가하는재외동포의이주

세대에 따라 인지하는 참가경험과 하위문화정체성에 차

이가있는가를실증적으로구명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

연구방법과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이주세

대별로 인지하는 참가경험에 차이가 있다. 즉, 외국에서

태어나고성장한 2세대들의경우이주를결정한 1세대나

대한민국에서태어나외국에서성장한 1.5세대들보다전

국체육대회의 참가경험을 차별보다는 이익이 되는 경험

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이주세

대에 따라 하위문화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태어나외국에서성장한 1.5세대들이한국

인이나 한국문화에 가장 가까운 정체성 교섭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따라서 후속연구 수립을 위해서 다름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이주세대에 따라 전국체육대회에 참

가를 통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

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이 경

제추구형 이주와 보다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형

태는재외동포들의정체성교섭에중요한변인임을이야

기 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주형태를 고려

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논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참가경

험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인 재외동포 2세대들의

하위문화정체성이 그리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 가깝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하위문화

정체성에영향을미치는변인이무엇인가를보다심층적

인 질적연구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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