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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에 대한 차이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19년 제 100회 전국체육대

회에 참가한 재외동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실제 360명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

법을 토대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중 이주 1세대의 

경우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보다 높다. 하지만,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참가동기의 경우 이주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높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두 집단 모두 긍정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주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전국체육대회 동안 부정적인 경험

이 높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이주 1세대의 경우 모국정체성이 1.5세대와 

2세대는 거주국 정체성이 높다. 

주제어 : 재외동포 세대, 전국체육대회 참가, 참가동기, 경험, 정체성교섭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motiv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NSF).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60 overseas Koreans who took part in the 100th NSF 

held in Seoul in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first generation participated in the 

NSF because of visiting family and maintaining Korean identity, the second generation took part in the 

event for self-realization. Second, the second generation had more negative experiences than the 

second generation during the NSF. Third, while the first generation negotiated more identity with 

origin, the second generation had more identity with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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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이유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

를 해왔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이주현상은 이주를 보내는 

나라와 이주를 받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거시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주를 오는 사람들과 거주

하는 개개인들의 정체성 교섭에도 영향을 미쳐왔다[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

한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이는 한국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overseas Koreans)의 수는 이미 700만 명을 이미 넘어

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의 숫자인 150만 명의 약 

5배에 육박하고 있어 재외동포 관리(Overseas Korean' 

management)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해 지고 있다[2]. 

2009년 재외동포 참정권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하였다[3,4]. 특히 많은 연구들이 재외동포들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면

서 사회학과 이주(주)학 분야에서도 이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6]. 

이는, Baldassar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는 새

로운 나라로 정착하면 끝나는 과정으로서 인식되어져왔

기 때문에, 이주 후 발생하는 모국방문 경험과 이주자들

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주

연구의 일부분으로 개념화 되지 못해왔다”[7]. 하지만 최

근 급격하게 발전된 교통과 통신은 이주자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이주자들로 하여금 초국적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하지만 Ali와 Sonn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경우 모국과 

거주국 두 개의 정체성을 교섭하는데 있어서 이주를 결

정한 1세대와 그들과 함께 동행한 자녀들인 1.5세대 그

리고 이주 후에 새로운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2세대

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9]. 즉, 최근 

연구들의 경우 스스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은 모국에

서 태어나서 청소년기 이전에 새로운 국가로 이주한 세

대인 1.5세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주한 국가에서 태어

나 자란 2세대들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정

체성을 교섭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14]. 특히, 1세들은 여전히 모국의 정체성이 강하지

만 1.5세대와 2세대는 모국과 새로운 거주국 사이에 두 

개의 다른 교육과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1세대와는 전

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

이에 발생하는 정체성 교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매

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전국체육

대회가 세계한상대회와 더불어 세계 18개국으로부터 약 

1800명의 재외동포들이 참가하는 단일 최대 체육축제이

기 때문이다[3]. 

1920년 제 1회 전 조선 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는 전

국체육대회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저항의 상징적 공간이

었다. 해방이후 전국체육대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건

강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경기력 향상’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해왔다[15]. 특히, 

1960년대 경제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시

기에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있는 재외동포를 

초청하면서 전국체육대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재외동포 전국

체전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참가범위를 세계에 거

주하는 재외동포들로 확대하면서 독립적인 재외동포 전

국체전을 국내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 개최되는 대회와 

같은 장소와 시간에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

부는 모국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의 관계를 강

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데 스포츠를 

이용하며 발전되어져 왔다[16]. 

2005년 이후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

포에게 항공료와 체재비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재외동포들의 모국방문을 도움으로써 한국인으로써 정체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3]. 이와 같은 경제적 지

원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에게 그들이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3].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정

체성을 유지하는데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스포츠의 역할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주 세대 

간에 모국방문을 통한 경험이 어떻게 세대 간 정체성교

섭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18개 재외

동포 국가들로부터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

으로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정체성 교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에 관한 연구 515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재외동

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세

대 간 지각된 경험과 문화정체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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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d

Generation

256
104

71.1
28.9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Argentina
Australia

Brasil
China

England
Guam

Germany
Hong Kong
Indonesia

Japan

New Zealand
Philippine

Saipan
United States

4 
12

4
56
8

28

13
36
16
18

44
46
1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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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General feature of research participant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은 2019년 

서울지역에서 개최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18개국으로부터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

한 재외동포를 모집단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은 모집단으로부터 표집된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개최되

기 전날 열린 재외동포선수단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자료수집이 가장 적합한 날짜가 개막식 이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막식을 위해서 대기하

고 있는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 보조연구자 5명과 함

께 직접 방문하여 무선표집방법(random sampling)으

로 14개국 4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설문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무응답이나 이

중응답) 6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60명의 자료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2.2 조사도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

지이다. 설문지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문항, 

참가동기 1문항,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참가경험 6문항, 

정체성교섭 4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변인으로 설정된 재외동포들 세대는 이주를 결정한 1세대

와 이주결정자들과 같이 이주를 한 자녀들인 1.5세대, 거주

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의 참가동

기는 선행연구들(17,18,19)에서 사용한 모국 방문동기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체육대

회 참가동기는 관광, 가족 방문, 스트레스 해소, 사회관

계, 정체성유지, 자아실현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

를 5점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다음으로 Gomez가 개발하고 백선아가 한국어로 번

안한 재외동포 방문경험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여 표준화 

시킨 ‘지각된 경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7,18]. 전국체

육대회 참가경험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

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 세대간 정체성교

섭에 관한 설문지는 Gomez와 Taylo 그리고 Doherty

가 개발하고 표준화시킨 척도이다[17,19].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

다’를 5점로 한 리커트 척도이다.

2.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식은 주성분분석이며 , 직각

회전 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초기 고유값을 

1.0이상으로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bach'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5호516

Question Positive experience Negative experience

item 1(welcome) .849 -.156

item 3(kindness)  .842 .069

item 6(recognition) .826 .081

item 4(fairness) .711 -.066

item 5(ignorance) -.214 .882

item 2(disparagement) -.039 .821

item 7(dislike) .140 .630

eigenvalue 2.684 1.889

variance(%) 37.326 26.254

accumulation(%) 37.326 63.580

Cronbach'α .823 .683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the NSF

<Table 2>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의 참

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참가경험은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먼저 긍

정적 참가경험 요인은 4문항으로 요인부하량은 

.849-.711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참가경험 요인은 3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요인부하량은 .882-.630로 

나타나 타당하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경험과 부

정경험 요인에 대한 신뢰도 값은 각각 .823과 .683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설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Question
receiving country 

identity
home country 

idenity

item 3(receiving country) .921 -.044

item 4(receiving country) .888 -.199

item 2(home country) -.072 .872

iten 1(home country) -.151 .846

eigenvalue 2.005 1.176

variance(%) 50.132 29.389

accumulation(%) 50.132 79.521

Cronbach'α .668 .800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dentity negotiation

<Table 3>은 정체성교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거주국정체성과 모국정체성 두 개의 변

인이 추출되었다. 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921-.888

로 나타났으며, 모국정체성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872-.846이었으며, 신뢰도 값은 각각 .668과 .800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설문지로 나타났다.

2.4 조사절차

본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자 5명과 연

구자 총 6명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배포 전에 연구대상들에게 직접 설문의 목적과 기입방법을 설

명하였다. 이후에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외동포들이 직접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5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설문지를 가장 먼저 연구자가 검토하는 과정에

서 문항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 즉, 이중기

입이나 아예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무기입 설문지 등을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는 총 수집된 420개 중 60개

였다. 이러한 자료를 먼저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360개

의 자료들을 컴퓨터에 먼저 숫자형태로 개별 입력

(Coding)시키고, IBMSPSS 23.0 Version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Table 4>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의 차이

를 규명하기 위해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

다.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r)는 -.257에서 .436이었으

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계수 값이 .85를 초과하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더불어 모든 변수에서 

상관계수 값이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

3.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의 차이에 대

    한 가설검증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및 정체성교섭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가

설을 검증하였다. 

3.2.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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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

가동기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st generation 1.5 & 2nd generation

M SD n M SD n

Sightseeing 2.17 1.08 256 2.18 1.16 104

F value .013

Visiting family 2.75 1.16 256 2.49 1.12 104

F value 3.680*

Releasing stress 1.98 1.09 256 2.15 1.12 104

F value 1.771

Socializing with 
others

2.89 1.03 256 2.73 1.07 102

F value 1.838

Maintaining 
identity

3.70 0.89 254 3.18 1.16 104

F value 20.595***

Self-realization 3.15 1.20 254 3.76 1.08 104

F value 20.517***

*p<.05   ***p<.001

Table 5. One-way ANOVA on participation motiv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Table 5>에 따르면, 참가동기는 가족방문, 정체성유

지, 자아실현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세대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1

세대들(M=2.75)의 경우 1.5세대나 2세대들(M=2.49에 

비해서 모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정체성유지를 위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참

가동기 역시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한 1세대들(M=3.70)

이1.5세대나 2세대들(M=3.189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로서 자기실현을 위한 참가

동기는 1.5세대나 2세대들(M=3.76)이 1세대들(M=3.1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의 차이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

가경험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

는 해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세대와 2세대

(M=2.04)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1세대 재외

동포들(M=1.86)보다 부정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1st generation 1.5 & 2nd generation

M SD n M SD n

Positive 3.26 0.77 256 3.12 0.96 104

F value 2.267

Negative 1.86 0.66 256 2.04 0.77 104

F value 5.090*

*p<.05 

Table 6. One-way ANOVA on participation experience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1 2 3 4 5 6 7 8 9 10

1. Sightseeing 1

2. Visiting family 436** 1

3. Releasing stress .378** .238** 1

4. Socializing with others .235** .235** .200** 1

5. Maintaining identity .221** .131* .116* .432** 1

6. Self-realization -.041 -.134** .020 .108* .081 1

7. Positive experience .167** .123* .163** .424** .433** .165** 1

8. Negative experience .246** .227** .340** -.008 -.067 -.045 -.071 1

9. Identity with origin -.036 -.053 -.040 .055 .210** .011 .094 -.114* 1

10.Identity with settlement .206** .115* -.006 .010 .015 -.006 -.042 .201** -.257** 1

*p<.05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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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의 차이

먼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

체성교섭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

는 해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1세대들(M=3.99)

이 모국의 정체성이 1.5세대나 2세대들(M=3.82)보다 강

하게 나타났으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반대로 1.5세대나 2세대들(M=2.98)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1세대들(M=2.56)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

이가 있었다. 

1st generation 1.5 & 2nd generation

M SD n M SD n

Identity with 

origin
3.99 0.65 254 3.82 0.86 104

F value 4.049*

Identity with 

settlement
2.56 0.86 256 2.98 0.86 104

F value 17.482***

*p<.05  ***p<.001

Table 7. One-way ANOVA on Identity negotiation 

between genera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NSF

4. 논의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전

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 중 이주를 결정한 1

세대들과 1세대와 함께 이주를 하거나 혹은 거주국가에

서 태어난 해외동포들 사이에 참가동기와 참가경험 그리

고 정체성교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가를 규명하려

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

을 규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참가동기

는 세대 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한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를 

결정했던 1세대들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참가와 더불어 

모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들을 방문하거나 모국에 대

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airley, Gammon 그리

고 Joseph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1,22]. 구체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강한 모국의 정체성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가족방문

과 같은 모국에 대한 향수는 정체성유지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1세대들의 전국체전 참가동

기의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들보다 

높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모

국의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한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통해 선수로서 메

달획득을 통해 성취감을 높임은 물론 이를 통해 자아실

현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국 정부가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재외동포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모국

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국인으로써의 정체

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

어 전국체육대회는 국내최고의 경기력을 겨루는 대회이

기 때문에 선수로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신

들의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

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나 전국체육

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정부 역시 해외동포들의 참가동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대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3].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모

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두 집단

에서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자신들이 모국에서 무시당하거나, 한국국민들이 자신들

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추

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재외동포를 초청하는 중앙정부나 

실제 대회를 개최하는 시,도에서는 1.5세대나 2세대들에

게 보다 다양한 모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서 부정적인 경험을 감

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은 모국으

로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지만 여전히 1.5세대나 2세대들

의 경우 모국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석인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

났다[2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 2세를 

연구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통념상 세대가 지날수록 민

족정체성이 낮아진다는 것과는 달리 최근 ‘한류’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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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해서 한국을 자랑스러운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25,26]. 무엇보다도 1세대의 경우 한국

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한 반면, 1.5세대나 2세대의 

경우 다집단 정체성을 교섭하는 것을 고려할 때, 추후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

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와 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은 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Chang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재외동포들의 경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 

사이에 오직 한 정체성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에서 다집단 정체성 즉, 초국적 정체성을 교섭한다고 보

고하고 있다[3].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처럼, 여전히 세대 

간에의 참가동기와 경험은 상이하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서 정체성교섭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재

외동포들, 특히 1.5세대나 2세대들이 자신의 모국에 대

한 정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대회를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 교섭의 차이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목적

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는 이주 1세대의 경우 가족방문과 정체성유지가 

1.5세대나 2세대보다 높았으나, 자아실현을 위한 참가동

기의 경우 1.5세대나 2세대가 1세대보다 높았다.  

둘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경험은 두 집단 모두 긍정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적인 경험에서 1.5세대나 2

세대가 1세대보다 높다. 

셋째,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정체성교섭은 이주 1세대의 경우 모국정체성이 1.5세대

와 2세대는 거주국 정체성이 높다. 

본 연구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

분과 추후 후속세대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연구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재외동포의 

세대 간 참가동기, 참가경험 그리고 정체성교섭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대는 크게 두 

집단으로 실제 이주 역사가 긴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중

국과 같은 국가의 3, 4세대를 포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부모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인 세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분명 참가동기나 경험 그리고 정체성에 커다란 차이

를 만들어내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설문지를 이

용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

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면담이나 참여관찰을 통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

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체성교섭은 모국과 거주국 두 개

의 정체성을 기분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교

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전 지구화되어지는 상

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초국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체성의 분류

를 보다 세분화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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