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과

관람스포츠 관여도의 관계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강 승 민





- ii -

국 문 초 록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과

관람스포츠 관여도의 관계

강 승 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Berry(1997)

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서 제시한 이주민의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통합

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에 따른 관람스포츠(원문화 / 한국) 관여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들의 문

화적응지수 (Acculturation Index)의 측정을 통해 설문 참여자의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통합형 79명, 동화형 28명, 분리형 53명, 주변형 20명으로 분

류하였다. 이후 각 유형별 외국인들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와 한국의 관람스

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세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

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 관여도는

주변형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 관여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한국의 관람스포



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

에 대한 관여도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

포츠 관여도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는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문화적응 전략별 한국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는 통합형-주변형, 통합형-분리형 간의 관여

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전략

별 원문화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는 Berry(1997)의 문화적

응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

의 일반적 특성과 대체로 일치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한국의 관람스포츠보다 원문화에서 주로 관람하던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유형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관람스포츠 관여도

에 있어서는 원문화 관람스포츠의 관여도가 한국의 관람스포츠 관여도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심리적 선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어: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론, 문화적응전략, 스포츠관여도

학 번: 2012-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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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역사적으로 고유한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단일민족국가

인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인 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전에 없던 변

화를 겪고 있다. 지난 2000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4만 여명

에서 2010년에는 약 92만 여명으로 약 4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다

(경기개발연구원, 2011). 최근 법무부에서 발간한 통계월보(2013)에 따르면,

2013년 12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약 157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와 같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이는 2013년 기준 울산광역시 총 인구인

110만 여명 보다 많은 수치로 우리나라가 이른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

경을 지닌 외국인들과 같은 공간에 살게 되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

다문화 사회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

다. 대표적으로 Parekh(1999)는, 다문화 사회를 동시에 둘 이상의 문화공동체

가 존재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가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서 출발하였으며 다문화 사회의 상황을 이질적인 신

념과 습관을 지닌 잘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정

의하였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지역

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의 자유로운 이주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

될 전망이다(장미혜, 정승화, 김효정 2008).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2006년 이후 연평균 9.7% 씩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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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10%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신종호, 최

석현 2013).

유학, 결혼, 구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을 받아

들이는 이주국의 정책 유형은 크게 차별적 포섭·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

형의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민에 따라 사회에

서의 공식적인 권한(복지혜택, 국적, 시민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들의 부여를

이중적으로 하는 접근 방식인 차별적 포섭·배재모형의 유형을 취하고 있다. 이

러한 유형은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주민들에게

이민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화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이주국가의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해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박진경, 2010).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은 이민자 국가로 출발한 나라들은 다양한 인종

과 문화를 지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한 국가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단일국가사상이 강하게 존재하

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외국인 거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그들과의 충분한

상호이해의 시간을 갖지 못한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하

재필, 박성희, 2012). 예를 들면, 일부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를 통해 이주국인

우리나라의 지역민들과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모국과는 다른 한국

의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국인들만의 지역 및 커뮤니티 내에서 폐

쇄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다(윤영환, 2009).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적응 현상

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만의 이질성 및 특수성이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역(逆)지

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기도 하다(송선영, 2010).

스포츠가 언어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장벽을 넘어 인류의 통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오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곧

스포츠가 이질적인 개인, 집단 간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암시한다(Coakley,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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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유발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매개로 스포츠가 가진 변혁적 힘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Ha & Lyras, 2013).

스포츠가 가진 힘은 단지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류열풍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등장, 그리고 방송 산업에서 최근 주요 컨텐

츠로 자리 매김한 외국인 프로그램 등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즉,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 그들을 스포츠를 통

한 한국 문화와의 동화나 갈등해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여가·산업 측면에서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정의철 (2012)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의 유형은 이민자 국가로 출발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이민국가형과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적 특

성을 가진 국가에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는 인구 유입형 국가로 나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 유형의 구분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수성을 조명해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이민과 같은 장기 거주

목적으로 이주한다고 하기 보다는 단기 거주 및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것이

주목적 이라고 할 수 있다(백선아, 임태성 2012).

오랜 시간 단일 민족적 전통아래 살아온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편

견과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심리적 특성 등은 이주민들의 문화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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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양적·질적으로 많은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한다

(손영미, 오세숙 2012). 문화적응과 여가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은 여가활동의

참여가 주류문화의 가치와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문화적응을 촉

진하는데도움이된다는사실을밝혀내었다(Glover, 2004; Stodolska, Marcinkowski,

& Yi-Kook, 2007).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주민 문

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 항목 중 스

포츠 참여 및 관람과 같은 스포츠 관련 항목이 2008년 17%에서 2010년

26.1%로 약 50% 이상 향상된 선호도를 나타냈다(하재필, 박성희,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가활동으로써의 스포츠 참여 및 관람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여가 활동으로써의 스포츠 참여 및 관람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원활한 주류문화 적응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문화적응력 향상의 관계에 대한 해외의

연구들(Keogh, 2005;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 Immigrants,

2005; Stodolska & Alexandris, 2004; Ha, J. Park, S. H., Greenwell, T. C.,

& Hums, M. A, 2011)은 스포츠 참여가 주류 문화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스포츠 관람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주민들은 대

부분 주류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포츠 참여

와 주류 문화의 인기 스포츠 관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akley,

2009; Stodolska & Alexendris, 2004; Pons, F. Laroche, M, Nyeck, S &

Perreault, S, 2001; Walseth, 2008; Harrole & Trail, 2007). 그러나 스포츠 참

여와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스포츠 참여와 문화

적응의 상관관계, 이주민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혜택, 이주민의 스포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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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요인 만을 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Allen, J. T., Drane, D. D.,

Byon, K. K., & Mohn, R. S, 2010; Doherty & Taylor, 2007; Lee, 2005;

Olliff, 2008; Stodolska & Alexendris, 2004; Taylor & Doherty, 2005; Tirone

& Pedlar, 2000; Walseth, 2008). 이밖에도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활동과 문화

적응 현상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적응 유형 및 전략

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특히 인구 유

입형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적용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

루어져왔다. 또한 이주민과 관람스포츠에 대한 연구들(Pons et al, 2001;

Harrole & Trail, 2007; Ha et al, 2011; Ha, Hums, & Greenwell, 2014) 은

해외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민과 관람스포츠에 대한 해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이주민들은 자

신들의 민족적 특성을 대변하는 스포츠의 관람을 선호하고 동시에 주류사회

적응을 위해 주류사회의 인기 있는 스포츠 관람도 선호한다고 한다.

이주민의 스포츠 참여 및 관람 활동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학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실무에서도 그 필요성이 존재

한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스포츠

소비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적 소비력에 관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관

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의 스포츠 산업분야에서 외국인들을 고

객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스포츠 소비에 대한 그들의 니즈 및 영향력을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소비시장 규모를 알아보면 2003년 1.5조

원이었던 외국인 취업자의 국내 소비시장 규모는 2010년에 약 3.3조원 규모

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6.6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

상 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이처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소비규

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들을 목표 고객으로 설

정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국내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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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2009년 외국인 통신시장이 약 3,300억원, 2010년에는 4,093억 원으

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향후 2020

년에는 외국인 통신 시장의 규모가 약 1조원 대의 규모로 증대될 것으로 바

라보고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권, 의료계 역시 외국인 시장에 주

목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 하였다(KT 경제경

영연구소, 2010).

새로운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와 같은 노력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 프로스포츠가

출범한 이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바로 프로리그 및 각 팀

의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였다. 강준호(2003)는 프로스포츠 팀과 모기

업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 요구가 커지면서 프로스포츠 팀과 리그 운영에 있

어 자생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프로스

포츠에 있어 관중의 증가는 중요한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중들의 성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Hansen & Gauthier, 1989). 따라서

국내 각 스포츠 관련 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고

객층에 대한 특성파악을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세분화가 기업 마케팅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Bonoma & Shapiro, 1983), 목표한 고객을 효율적으로 유치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점은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시장세분화에 대한 개념

부재 및 적절하지 못한 전략의 적용에서 비롯된다고 한다(Söllner & Rese,

2001). 세분 시장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세분시장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스포츠 산업분야에서도 시장세

분화 전략은 자연스럽게 적용되며, 시장의 복잡성과 상품의 무형성으로 인해

프로스포츠리그 및 구단의 시장세분화 전략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Mullin, Hardy, & Sut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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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 집단에 속하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

및 이들의 소비력 증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도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시장세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스포츠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시장세분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Clarke III

& Mannion(2006)의 연구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류 집단

인 아시아계 이주민의 스포츠 시장에서의 잠재적 구매력과 실무적 입장에서 이

들을 목표고객으로 한 시장세분화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첫째, 학술적 차원에서 관람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응전략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활용한 연구에는 미비하였으며 또한 선행연구들이 인구 유입형

다문화 사회라는 특수성을 지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각기 다

른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관람 스포츠 주

체에 외국인 스포츠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세분화 작업을 위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을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

국인의 문화적응 전략의 각 유형에 따른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들의 문화적응도를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한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 형태로 유형화 한 뒤, 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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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전략별 일반적 특성이 관람스포츠 관련 심리적 변인인 스포츠 관여도에

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세부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이주민의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별(통합형, 동화형, 주변형,

분리형) 일반적 특성은 그들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심리적 특성인 관여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인구 유입형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들의 각 문

화적응 전략별 관람스포츠 관여도는 이민국가형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지닌 국가

의 이주민들의 관람스포츠 관여도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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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

1)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이민에 대한 경험과 다문화에 의한 변화들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탐구되어 왔던 개념이다(Ha, Hums, & Greenwell,

2014). 문화적응(acculturation)의 초기 연구는 문화인류학자인 Redfield, Linton과

Herskovits (1936)로 거슬러간다. 이들은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를 지

닌 집단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중 하나 혹은 모두에 있어서 자신의 원문화에 대한 변화가 수

반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회가 직·간접으로 접촉함

으로써 일어나는 과정으로, 원칙적으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지만 실

제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와, 수용되는 사회라는 힘의 불균형을 통해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다(이

재민, 황선영, 2008; Berry, 1990). 상기와 같은 문화적응의 개념에 대한 초기

학자들의 정의는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한 집단의 변화에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점차 발전하게 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Graves(1967)는 문화적응의 개념을 집단 수준과 개인적 수준으

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집단 수준의 문화적응은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으

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의 구조적, 경제적 변화 등을 의미하는 반면 개인적

수준의 문화적응은 심리적 개념의 문화적응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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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가치관, 태도와 같은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후 문화적응의 개념은 점차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여가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되었다(하재필, 박성희,

2012).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다소 상이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응이 개인이나 집단이 자국의 원문화와 상이한 이주국의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행동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의 개념은 이 분야의 대

표적 연구자인 Berry(2005)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문화적응을 한 사회에서

‘둘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과 그 구성원들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문화적/집단적 수준) (심리적/개인적 수준)

<그림 1> 문화적응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 틀 (Berry, 2005)

(출처: Berry,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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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응이론

1)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polar acculturation theory)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주민의 문

화적응 현상을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원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의 관계를 토

대로 몇 가지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하재필, 박성희, 2012). 그동안 이루어

진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문화적응 이론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화적응 모델로 압축되는데 그것은 바로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

(bipolar acculturation theory)와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이다(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polar acculturation theory)이란 문화적응

현상을 이주민이 주류문화에 대한 가치와 행동을 내면화하는 동화적인 과정

으로 정의 하고 있다 Franco(1983). 이러한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의 관

점에서는 문화적응현상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과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혹

은 문화적응과 비 문화적응과 같은 형태로 구분 짓는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

준의 문화적응 상태란 이주민이 주류문화의 가치에 동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상태는 이주민이 자신의 원문화에 대해 높은 가

치를 두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Nguyen & von Eye, 2002).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 따른 이주민의 문화적응 형태는 가상의

일직선상에서의 위치로 묘사할 수 있다. 일직선상에서의 한쪽 끝은 이주민이

본래 유지하고 있던 원문화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고, 반대편 끝은 주류문화

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주민의 원문화와 주류문화

에 대한 가치는 동시에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직선상

의 한쪽의 가치가 높으면 다른 한쪽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일직선

상에서 이주민이 그들의 원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가치를 동시에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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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른바 ‘양문화주의(biculturalism)'를 일직선상의 가운데 지점으로 묘사

하였다.(Ha, Hums, & Greenwell, 2014).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원문화 관여도 양문화주의 주류문화관여도

<그림 2>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

(출처: Nguyen &von Eye (2002). ‘The acculturation scale for vietnamese adolescents'(ASVA): Abi-dimensional perspective)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이 양쪽 문화 모두에 가

치를 두는 이주민과 반대로 양 문화 모두의 가치를 거부하는 이주민의 태도에 대

한 설명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Cuellar, I., Arnold, B.,

& Maldonado, R. 1995; Nguyen et al., 1999; 하재필, 박성희, 2012).

2)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polar acculturation theory)은 문화적응을

원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상호 의존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쉽게 말해, 개인의

주류문화에 대한 강한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원문화에 대한 개인의 약한 정체

성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입장이다(Nauyen et al., 1999; Nauyen & von Eye,

2002; Ha, Hums, & Greenwell, 2014). 그러나 Berry(1990, 1997, 2001, 2003)를

필두로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적응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시작 되었다. Berry(1990, 1997, 2001, 2003)는 문화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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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원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 아닌 서로 독립적인 관

계라고 보았다. 즉, 개인이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주

류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원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분류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은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 하였

으며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응 이론으로 인정받아 왔다(Flannery,

Reise, & Yu, 2001).

그렇다면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은 단일 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주민의 원문화와 주류문화에 대

한 다양한 수준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을까.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

적응 이론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원문화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라는 두 가지 기본적 질문에 근거해서

이주민의 문화적응 전략을 분류 하였다.

질문1)

원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가?

질문2)

주류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가?

<그림 3>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의 두 가지 기본 질문

(출처: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의 재구성)

Berry(1997)의 네 가지 문화 적응 전략은 첫째 통합형(integration),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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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형(assimilation), 셋째 분리형(separation), 넷째 주변형(marginalization)으로

이주민의 문화적응 전략을 분류하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 4>와 같다

통합형

(Integration)

동화형

(Assimilation)

분리형

(Separation)

주변형

(Marginalization)

<그림 4> Berry의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Berry, 1990, 1997)

(출처: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의 재구성)

통합형(integration) 문화적응 전략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원문화에 대

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의 가치를 동시에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화형(assimilation)이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약하면서 주류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유형을 말한다. 분리형(separation) 유형은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와의 관계 형성에는 소극적이나, 자신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

해서는 높은 가치를 두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변형(marginalization)은 이주민

들이 주류문화에 대한 관계와 자신들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모두가 약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 유형은 앞서 언급한 문화적응에 대

한 두 가지 기본적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방법을 주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Berry, 1997). 따라서 현대사회가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화 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이 이주민의 문화적응 형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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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Abe-Kim, Okazaki, & Goto,

2001).

3.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개인적 요인

이주민 개개인의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다

는 사실로 인해 문화적응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임을 주장하는 다양한 선행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erry, 1997). 특히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이 그들의 문

화적응 과정에 있어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

면 그 구체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시기의 나이(Beiser, Barwick,

Berry, da Costa, Fantino, Ganesan, Lee, Milne, Naidoo, Prince, Tousignant,

& Vela, 1988) 둘째, 성별 (Beiser et al., 1988; Carballo, 1994) 셋째, 교육수

준(Jayasuriya, Sang, & Fielding, 1992) 넷째, 거주기간(Tsai, Ying, & Lee,

2000; Leao et al., 2009) 마지막으로 이주동기이다(Richmond, 1993).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있어 연령 이라는 요소는 어린나이에 타 국가

로 이주를 하게 되면 성인 시기에 이주한 이주민 보다 상대적으로 이주국의

문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린 연령대의 타 국가로의 이주는 성장 하면서 정체성 혼

란과 같은 중요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Sam & Berry, 1995).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로써의 성별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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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국에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해 원문화에서의 역할과의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높은 교육수준

을 지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이주국에서의 거주기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이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Ghuman, 1997; Oh, Koeske, &

Sales, 2002). 마지막으로 이주 동기는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Kim, 1988; Richmond, 1993). 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민자와 유학생,

후자는 난민과 같은 경우인데 Kim (1988)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주한 개인

이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주한 사람들보다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

고 하였다.

2) 상황적 요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은 출신사회(society of origin)

와 주류사회(society of settlement)라는 두 사회 간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Berry, 1997). 문화적응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신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조건들이 고려 되어야하며 이와 더불어 주류사

회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Ha & Lyras, 2013).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이민국가로 출발한 나라들은 통합정책에 기반 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

는 반면, 문화적 단일성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들은 동화주의 정책을 통해 이

주민을 현지문화에 동화 되도록 유도해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려 하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적응에 있어 출신사회와 주류사회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이질성은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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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른가를 의미 한다. 예를 들

어, 집단주의가 발달한 아시아 국가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한 북미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문화적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크다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이밖에 친구

나 가족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사회화 요소들 또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 중 하나다 (Penaloza, 1994).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국 청소년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함께 이주해온 친구들과의 교류가 빈번하거

나 모국어로 된 미디어를 미국 친구들과의 교류나 미국의 미디어 보다 선호

할 경우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 더딜 수 있다(Ha & Park, 2012). <그림 5>

는 Ha & Lyras(2013)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문화적응과정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문화적응의 개념적 틀

(출처: Ha & Lyras, (2013) Sport for refugee youth in a new society 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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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문화적응이 다양한 변수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전제로 하여 크게 개인적 요인

과 상황적 요인을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하재필

& 박성희, 2012). 스포츠가 지구상의 모든 이질적인 집단과 문화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유일한 인간의 사회적 활동임(Eitzen & Sage, 2003)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주민의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 역시 그들이 원문

화의 환경과는 이질적인 주류문화에서의 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포츠가

지닌 문화적응의 가치에 대한 이와 같은 유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설명

될 수 있는데 첫째, 해외 선진 국가들은 스포츠를 매개로 그들의 이민 정책

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이주민의 원활한 주류문화 적응을 돕기 위하여 스포

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서로 이질적

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와 같은 여가 활동을 통해 공

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면서 동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는 선행연구 Park(2007)의 결과를 고려할 때. 셋째, 여가활동의 수단으로서

스포츠 관련 활동은 이주민의 원문화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이나 주류문화로

의 문화적응에 도움을 주어 그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Coakley, 2009; 하재필, 박성희,

2012).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련한 스포츠의 가치를 탐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민의 스포츠 소비행동을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관람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1) 참여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이주민의 스포츠 참여와 문화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다민족 국가는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주민들의 여가활동

으로서의 스포츠 참여와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민들이 주

류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스포츠 참여가 주는 이점이나 특성, 혹은 이주민

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에 관해 주로 탐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Stodolska & Alexandris (2004)의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및 폴란드

이주자들이 여가활동으로서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미국 내 다른 소수 민족들

은 물론 미국사회의 주류인 백인들과의 상호접촉을 빈번히 하여 스포츠 참여

를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민족적 동질성을 지닌 자국의 동포들과 함께 하는 참여스포

츠 활동을 통해서는 스포츠 참여를 민족정체성 강화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주민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얻는 두 가지 이점 (주류사회와의 접촉기회 획득, 민족정체성 강

화)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Walseth (2008)는 스포츠 참여

가 이주민의 사회결합자본과 사회연결자본 획득을 촉진하고 이를 더욱 강화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사회결합자본이란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

유하는 이주민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결속의 강화를 의미하고, 사회연결자본은

이주민들과 주류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 관계의 강화를 의미한다(하재

필 & 박성희, 2012).

국내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의 민족정체성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문화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한선희, 박지원 (2013)의 연구 역시 스포츠 참여

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원문화에 대한 문화정체성 강화와 주류문화인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Walseth(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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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 모

두 이주민들의 스포츠 참여가 그들의 원문화에 대한 민족정체성 강화는 물론

주류사회와의 빈번한 교류로 인한 주류문화 문화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표 1 > 참여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학자 출판년도 대상 연구결과

Stodolska &

Alexandris
2004

미국거주 한국인

및 폴란드 이주자

스포츠 참여는 민

족정체성을 강화하

는 동시에 주류국

가 주민들과 관계

를 유지하는 수단

Doherty &

Taylor
2007 캐나다 이주민

스포츠 참여가 주

류문화 적응에

주는 이점

Walseth 2008
노르웨이

여성이민자

스포츠 참여가 이

주민 집단 내의

관계 및 주류사회

와의 관계 증진에

도움을 줌

권기남,

이정래,

한윤수

2011
국내 외국인

노동자

스포츠 참가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감소

와사회소속감을높

이는데유익한수단

한선희,

박지원
2013

국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스포츠 참여가 문

화정체성 형성 및

한국사회 문화 적

응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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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람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참여스포츠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스포츠

소비와 이주민의 문화적응, 그리고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선행연구들 중 스포츠 관람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해 분석한 Pons et al.(2001)의 연구는 캐나

다 이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응도가 그들의 관람스포츠 소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

는 이주민들이 캐나다로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대변하

는 관람스포츠 상품 소비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출신 캐나다 이주민들

은 아이스하키를 선호한 반면, 이탈리아 출신 캐나다인들은 축구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자신의 원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스포

츠 종목의 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흔히 이탈리아

인을 상징하는 스포츠로 축구, 캐나다인을 상징하는 스포츠로 아이스하키 종

목이 선호되고 소비되었다고 하였다(Pons et al, 2001). 이 연구는 또한 이탈

리아계 캐나다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들의 민족정체성과 문화

적응 그리고 관람스포츠 소비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그들의 민

족정체성은 축구 소비에, 문화적응은 캐나다의 주류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소

비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응이 각각 스포츠

관람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ns et al, 2001).

이밖에 Harrolle & Trail (2007) 은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미국인

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수준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동일시를

주요 변수로 미국 주류문화의 대표적 스포츠인 미식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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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축구와 같은 특정 종목에 대한 동일시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

구는 Pons et al. (2001)의 연구에서 민족정체성이 특정 스포츠 소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과는 달리 민족정체성은 스포츠에 대

한 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높은 민족

정체성 수준이 특정 종목의 스포츠 소비를 예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변수

는 아니라는 것이다. 라틴계 민족은 축구 소비에 그리고 캐나다인은 아이스

하키 소비에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Pons et al. (2001)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한 가정은 이번 연구에서는 성립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변수만이 미국의 주류 스포츠인 미식축구와의 동일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내었다.

Ha, Hums & Greenwell (2014)의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미국의 주류 스포츠인 미식축구와 문화적응, 민족정체성,

미식축구에 대한 동일시, 미식축구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문화적응이 이주민의 미식축구에 대한 동일시와 소비행동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민족 정체성은 그렇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관람스포츠에 대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

해 보면 이주민들은 관람스포츠 소비에 있어 외국으로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스포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이주한 주

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주류사회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도 소비한다는 사실

을 밝혀냄으로써 주류사회에서 비주류로 인식 되던 이주민들의 관람 스포츠

소비행동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재필, 박성희, 2012).



23

< 표 2 > 관람스포츠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학자 출판년도 대상 연구결과

Pons et al. 2001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캐나다

이주민

민족정체성이 특

정스포츠 소비와

관련이 있음

Harrolle

&

Trail

2007
미국거주 라틴계

이주민

문화적응이 주류

문화 스포츠 동일

시와 관련이 있음

Ha, Hums &

Greenwell
2014

미국거주

아시아인

문화적응이 미식

축구 동일시와 소

비에 대한 관련이

있다.

5.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1) 민족 정체성의 개념

민족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민족적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

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한다(Phinney, 1990). 비교문화연구 분야에

서는 민족정체성 이라는 개념이 소속감, 소속된 민족 집단에 대한 헌신, 민족 집

단에 대한 태도와 공유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이와 같은 민족정체성은 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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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통일된 민족적 가치 및 고유문화를 통해 민족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언어, 공통의 문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된 민족정체성은 각각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하재필, 박성희, 2012).

이주민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에서 맞이하게 되는 주류문화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두 가지 정체성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족정체성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대

표적인 학자 Phinney et al. (200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자신의

원문화에 대해 갖는 민족적 정체성은 이주국의 주류문화의 정체성과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nney et al. (2001)는 원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관

계를 일차원적 모델(unidimensional model)과 이차원적 모델(two-dimensional

model)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일차원적 모델에서 분석한 원문

화와 주류문화의 정체성간의 관계는 이들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고 분석하였다. 쉽게 말해, 이주민이 자신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

을수록 주류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원

적 모델에서의 이주민의 정체성은 동화(assimilation)나 분리(separa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이차원적 모델은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정체성 중 한쪽의 정체

성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한쪽의 정체성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

니며, 오히려 다른 쪽의 정체성 수준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이차원적 모델에서는 일차원적 모델의 기본 개념인 정체성간의 상호관계

가 부적상관을 이룬다는 개념과 달리 이주민들의 원문화 정체성과 주류문화

정체성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Phinney et al. (2001)는 원문화와 주류문화에 대한 이주민의 정체성

이 상호 독립적 관계라고 정의한 이차원적 모델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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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의 민족정체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녀가 제시

한 네 가지 유형의 민족정체성 모델은 Berry(1990, 1992, 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모델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그녀는 Berry(1990, 1992, 1997)의 문화

적응모델이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시작점 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족정체성을 문화적응의 하위개념으로써 민족정체성이 문화적응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Phinney et al. (2001)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민족적 정체성 유형

을 살펴보면 통합형 정체성(integration identity)은 이주민들이 원문화와 주류

문화에 모두 높은 민족정체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동화형

정체성(assimilation identity)은 원문화의 정체성 수준이 낮은 대신 주류문화

의 정체성 수준은 높은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분리형 정체성(separation

identity)은 원문화 정체성 수준이 높은 반면 주류문화 정체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주변형 정체성(marginalization identity)은 원문화와 주류문화 정체

성이 모두 낮은 상태를 말한다. Phinney et al. (2001)는 이와 같은 이차원적

민족정체성 모델에서 이주민의 심리적 상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통합형

정체성을 유지할 때라고 하였으며, 이는 Berry(1990, 1992, 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model)의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에서 나타난 것

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2) 민족 정체성이론

앞서 Phinney et al.(2001)가 제시한 이차원적 민족정체성 모델과 함께

민족정체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체성형성이론(identity formation theory)

과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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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체성형성이론(identity formation theory)

정체성형성이론(identity formation theory)은 Erikson(1968)의 자아정

체성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rikson(1968)은 정체성을 주로 청소년기에

겪는 발달적 단계라고 정의하였고 개인은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한 탐색의 시기를 겪으면서 정체성 형성이 완성된다고 하였다(Erikson,

1968). 즉 개인의 정체성이란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의 단계를 거

치며 형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체성형성에 관한 Erikson(1968)의 관점을

바탕으로 Marcia(1980)가 수행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개인

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정체성은 정체성 탐색(exploration)과 헌신

(commitment)과 같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Marcia(1980)는 구체적으로 탐색과 헌신의 정도에 기반한 개인의 정

체성은 혼미(diffuse), 유실(foreclosure), 유예(moratorium), 성취(achievement)

라는 네 가지 정체성 상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체성 혼미(diffuse) 상태는 정체성에 대한 탐색이나 헌신 어느 쪽의 욕구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체성 유실(foreclosure) 상태는 개인이 정체성에 대한

탐색 없이 헌신만 하는 상태이다. 한편, 정체성 유예(moratorium) 상태는 어

떤 한 정체성에 헌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

로 정체성 성취(achievement) 상태는 정체성 탐색과 헌신이라는 두 가지 요

소를 모두 거치면서 확고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Marcia,

1980; Phinney, 1990; Phinney & Ong, 2007).

그러나 Marcia(1980)의 연구는 오직 정치적, 직업적 정체성과 같은 정체

성 형성 과정에 있어 선택을 수반하는 개인적 정체성만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Ha, 2012; 하재필,

박성희, 2012). 그러나 민족적 정체성도 개인적 정체성형성과 마찬가지로 청소

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개인이 속한 민족적 집단에 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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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헌신이라는 발전적 과정을 거쳐 형성 될 수 있다(Phinney & Ong, 2007).

그러므로 개인의 정체성 형성 이론의 네 가지 정체성 상태가 이주민의 민족

적 정체성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하재필,

박성희, 2012).

②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민족적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또 하나의 개념적 틀은

바로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Tajfel, 1982). Tajfel &

Turner (1986)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이란 자신과 집단의 구성원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그들이 속한 집단의 소속감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지닌 개인들의 모임이라

고 하였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주요 개념은 사회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이 누

구인가에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Tajfel (1981)에 따르면, 사회적 정체성이론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한 개인들의 몇 가지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자신감이나 자아 이미지에 긍정적 측면의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집

단을 찾거나 그 소속을 유지하는 사람들. 둘째, 사회적 집단에 소속됨으로 인

해 기대되는 긍정적 측면의 정체성이나 그 밖의 측면에 있어 불만족스러워

그 집단의 소속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셋째, 만일 자신이 속

한 집단을 떠날 수가 없다면 그 집단에 적응하거나, 낮은 처우를 정당화 하

거나 혹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다른

집단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이다.

사회적정체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내집단(in-groups)

과 외집단(out-groups)에 대한 분류이다(Hogg & Abrams, 1990). 내집단

(in-groups)이란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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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반면, 외집단은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만일 자신이 백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내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백인들이 되고 외집단은 백인이 아닌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으로 인식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회적정체성 이론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형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해 탐색하고 그 집단에 소속을 유지하

려 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고양시킨다는 이론이다. 또한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집단의 소속에 기초하여 각 집단을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집단과 외집단으로의 분류를 통해 정체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백인인 미국인의 경우 자신의 내집단을 백인으로 판단할 것

이고 아마도 같은 내집단 소속인 미국 국적의 백인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시아

계 미국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는 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iebkind

(1992)는 다른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종종 주류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

기 때문에 이들은 이주국에서 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속한 민족적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주류사회에 보임으로써 민족적 자존심을 획득 하려 한다고 하였다.

3)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간의 관계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Phinney(2001)의 초기 연구가 이론적이고 실제

적 근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는 이주민의 민족정체성과 문

화적응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녀는 민족정체

성이 문화적응의 하위개념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이주민의 주류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정도가 결정된다는 견해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제한

점이 존재한다. 민족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생활하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현상들에 대한 문화적응 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민족정체성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적응과 민족적 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혼돈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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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nney(2003)는 후속연구를 통해 문화적응을 서로 다른 문화사이의 접촉을

통해 바뀌는 태도와 행동 그리고 가치관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 하

였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물론, 민족적 정체성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Phinney(1990) 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

혀졌다.

그러나 이주민의 문화적응 현상은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행동적 요인 및 가족 구성원이나 동료집단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Beiser et al, 1988; Carballo, 1994); Jayasuriya

et al, 1992; Tsai et al, 2000; Leao, Sundquist, Johansson, & Sundquist,

2009; Richmond, 1993). 왜냐하면 이주민들은 주류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자연

스레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

족적 정체성은 이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 있어 심리적 측면은 설명해 줄 수

는 있지만, 이주국가에서 그들의 다양한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재필, 박성희, 2012). 그러므로 민족적 정체

성을 문화적응과 동일시하는 관점보다는,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을 이주민의 민

족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틀이나 구성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6. 관여도(involvement)

1) 관여도의 개념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관여도란 특정 상황에 있어 자극에 의해 유발

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혹은 관심도의 수준을 말한다(임종원, 김재



30

일, 홍성태, 이유재, 2006). 소비자는 모든 감각적 정보를 저장하고 평가함으

로써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 (Markin & Narayana , 1976).

그러나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히 탐색하고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Olshavsky & Granbois, 1979). 그러므로 소비

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구매욕구와 관심도에 따라서 제품에 대

한 지각된 관여도(perceived involvement)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관여도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관여도(involvement)는 Krugman(1965)이 처음으로 소비자 행동이론

에 도입한 개념이며 그는 관여도(involvement)를 소비자가 제품 광고에 노출

되었을 시, 자신과 제품 광고의 메시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빈도를 관여도

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관여도에 대해 연구하였고 해외 학

자들은 관여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Peterson(1976)은 소비자의

욕구나 관심에 의한 대상에 대한 지각된 관련성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대상’은 제품이나 광고 혹은 구매상황을 말한다. Walters(1978)는 관여도를

제품 및 점포 대체 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취하는 정신

적이며 육체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밖에 Stone(1986)은 관여도를 구

매활동에 사용된시간과노력의강도라고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Zaichkowsky(1985)

는 관여도를 소비자 본래의 욕구, 가치, 관심에 기초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과의 지각된 관련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한 관여도의 정의는 소

비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며 주로 특정 대상이나 상품

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와 같은 것으로 어느 정도 개념적 일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일된 견해는 부족하다(문지원, 2014). 이러한 이유는 첫째,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가 개인별, 상황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며 둘째, 개인의 관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

이기 때문에 관여도에 관한 개념 및 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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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한 가지

특정 대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제품, 광고, 구매 등 여러 대상에 대해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의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조광민 & 진지형,

2001). 정리하자면, 관여도는 개인의 인지적, 감정적 기능에 기반 하여 소비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주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McDaniel, 1999;

Zaichkowsky, 1994). 소비자의 욕구나 목적 혹은 가치와 제품 지식 간의 지

각된 연계 정도에 의해서 소비자는 제품 정보에 관심을 기울일 동기가 생기

는 것이며 관련 지식이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면 소비 행동을 일으키는 자극

(동기유발) 상태가 만들어진다.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면 소비자는 그

제품과 관련한 광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광고들을 이해하

기 위해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발휘하고 광고 내에서도 제품과 관련한 정

보에 더욱 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Celsi & Olson, 1988).

이처럼 제품과 관련한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관여도는 개인의 소비

행동에 있어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학

자들의 연구에서 주로 조절변수(moderator)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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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관여도의 개념 및 관여도 결정요인

(출처: Bloch H., Richins, Marsha L. (1983). Theoretical model for the study of product importance perceptions)

2) 스포츠 관여도

관여도의 개념을 스포츠 소비행동에 적용한 Kenyon(1981)은 스포츠

관여도의 개념을 스포츠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였

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관여도란 스포츠의 어떤 현상 및 형태와 관련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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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로서 스포츠 상황에의 적극적인 참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스포츠에 관여하게 되는가? 혹은 사람

들은 어떻게 스포츠 역할 수행을 학습하는가? 라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이

해로서의 관여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관여의 사회화를 제시하였다.

Bennett, Ferreira, Lee, & Polite (2009)는 스포츠 관여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

인이 지각하는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나 관심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단순히 스포츠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스포츠라는 현상에

관련한 사회적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밖에 임소연(2007)은 스포

츠 관여도란 소비자의 내재된 욕구, 가치, 관심을 바탕으로 스포츠와의 지각

된 관련성 혹은 중요성 이라고 정의하였다.

Snyder & Spreitzer(1976)는 관여도의 3가지 형태인 행동적(behavioral),

인지적(cognitive) 그리고 감정적(affective) 차원의 관여도를 스포츠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 하였다. 예를 들면,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관여도는 개

인의 스포츠 관람정도, 인지적(cognitive) 차원의 관여도는 신문에서 스포츠면

의 관심도와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스포츠를 화제로 하는 빈도와

스포츠 잡지의 구독여부, 감성적(affective)차원의 관여도는 개인의 생활에서

스포츠가 갖는 정서적인 의미라고 하였다. 관여도의 개념을 스포츠에 접목한

스포츠 관여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표 3 > 스포츠 관여도의 개념

학자 스포츠 관여도 개념

Kenyon(1981) 스포츠 현상에 관련된 사회적 행위

임소연(2007) 스포츠와의지각된관련성혹은중요성

Bennett et al.(2009)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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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관여도 수준과 관람스포츠 소비자행동

앞서 전술한 스포츠 관여도에 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스포츠관여

도는 스포츠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중요성 혹은 관심도를 말한다. 개인의 특

정 상품에 대한 지각된 중요성 혹은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상품의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소비자의 욕구, 목

표, 가치가 제품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소비자가 제품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동기는 증가한다(임종원 et al, 2006). 이처럼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은 보편적으로 저

관여(low involvement) 수준과 고관여(high involvement) 수준으로 분류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관여 소비자는 소비상황에서 정보 탐색이 활발

하며 그들이 선택하고자하는 제품 속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상품

들 간의 차이를 보다 크게 인지한다(Muncy, 1990). 반면 저관여 수준의 소비자

는 정보탐색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품간의 속성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

며, 상품에 대한 세심한 평가 없이 구매활동을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충성도

(loyalty)도 적어 특정 상표의 습관적 구매에서 비롯된 선호에 따라 상품의 선

택이 이루어진다(임종원 et al, 2006). 소비자의 관여수준에 따른 구매 행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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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비자행동의 네 가지 유형

(출처: Peter, J Paul and Olson, Jerry C (2005),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7th ed., McGraw-Hill, Irwin)

관여수준에 따른 구매행동을 설명하자면 첫째, 복잡한 의사결정의 유형

(Complex Decision Making)은 신념, 평가, 행동의 정보처리과정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여러 상품을 평가한 후 행동을 한다. 둘째, 상표 충성의 유형

(Brand Loyalty)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한

다. 이 유형의 구매결정은 복잡한 의사결정과는 달리 신념과 평가의 과정이 생략

되기도 한다. 셋째, 제한된 의사결정(Limited Decision Making)유형은 고관여

제품뿐만 아니라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도, 신상품이 도입되거나 상표를 교체하

거나 다양성 추구 동기가 증가하면, 소비자는 관성이 아닌 제한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온음료나 껌과 같이 관여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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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저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성의 단계에서의 소비자는 구매의사 결정을 피하기 위해

관성에 의한 반복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의 구매에서는 평가를 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매한 상표를 통해 최소한의 만족만 해도, 그것을 지속적으

로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를 위한 시간과 노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만약 A라는

상표의 껌만을 아는 소비자는 A가 다른 껌보다 맛이나 향과 같은 질이 떨어진다

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A만을 선택한다. 둘째, 가장 최근에 씹은 A

라는 껌이 그럭저럭 씹을 만 했다면 그 소비자는 A를 고른다. 셋째, 연상되는 껌

의 상표가 없으면 가장 싼 것을 고른다(허수영, 2009).

<표 4 > 고관여 대 저관여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행동적 차원 고관여관점 저관여관점

정보탐색 능동적으로제품및상표정보탐색
제품 및 상표 정보

탐색은 제한적

인지적 반응 자신의생각과다른정보에저항/반박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

->저항/반박 제한

정보처리과정 정보처리과정 철저히 준수 일부과정 생략

태도변화
태도변화가 드물지만,

일단 변하면 지속
메시지반복을통해설득가능

반복 메시지의 수보다 내용이 중요 메시지반복통해설득가능

인지부조화 빈번하며, 이의 극복 위해 노력 미미한 수준의 인지부조화

(출처: Robertson, Thomas S., Joan Zielinski, Scott Ward(1984), Consumer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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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 & Hirschman(1982)은 스포츠 활동의 구매나 참가결정은 다

른 일반 상품의 구매결정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Park(1994) 또한 여가 및 레

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여도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

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 소비자에게 있어 스포츠와 관련

된 정보를 읽고(read), 듣고(listen) 보는(watching)것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위 보다 더욱 중요하다(Beatty & Smith, 1987;

Menon & Smart, 1993). 일반상품 소비자들과는 달리 스포츠 소비자들이 스포

츠에 대한 최신정보를 유지하거나, 개인 흥미 또는 취미의 목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최신화 하는 모습

들은 스포츠 소비자들의 특수한 소비행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스포츠 소비자는 타 소비자에 비해 특이하며 구매 상품인 스포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여도(involvement)도와 감정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다(Shank &

Beasley, 1998; Underwood, Bond & Baer, 2001).

스포츠의 소비행동의 관점에서의 관여도(involvement)란 스포츠 소비

자가 스포츠에 대해 갖는 관심이나 중요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관여도의

정도(level)는 스포츠 소비자가 스포츠에 대해 여기는 가치 혹은 스포츠가 자

신의 삶이나 생활방식에 중요한 연관을 가진다는 믿음을 의미 한다 (Pope &

Turco, 2001; Pritchard & Negro, 2001; Shank & Beasley, 1998). 따라서 관

여도(involvement) 수준이 높은 스포츠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탐색을 지속하고 본인이 획득한 정보를 다른

스포츠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행위를 한다(Burnett, Menon &

Smart, 1993; Haviz & Howard, 1995; Shank & Beasley, 1998; Pope &

Turco, 2001; Randle & Nyland, 2008).

이처럼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상품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상품 혹은 소비맥락과 연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Alexandris, Tsiosou & James, 2007; Celsi & Ols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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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ne & Bruner, 2006). 스포츠 관여도에 대한 학자들의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관여도(involvement)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소비도 상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스포츠 소비의 맥락에서 관여도(involvement)는 태도

적(attitudinal), 행동적(behavioral) 측면의 소비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관람,

TV를 통한 스포츠 중계시청, 스포츠에 대한 토론 등)와 같은 변수와도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Bee & Havitz, 2010; Bennett, Ali-Choudhury & Mousley,

2007; Bennett et al, 2009; Funk, Ridinger & Moorman, 2004; Hill & Green,

2000; Kerstetter & Kovich, 1997; Lascu et al, 1995; Pritchard & Funk, 2006;

Shank & Beasley, 1998; Wakefield & Blodgett, 1994).

Arnett & Laverie (2000)은 높은 수준의 관여도(지속적, 행동적)를 지닌

스포츠 소비자들과 행동적 스포츠 소비 (경기장을 찾아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것, 방송을 통해 스포츠를 시청하는 것, 스포츠와 관련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와 같은 실제 소비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Ⅲ.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을 활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전략

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각 문화적응전략 유형별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

들의 원문화에서 선호하던 관람스포츠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응 전략 분류 작업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인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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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전략 유형분류

외국인들이 자신의 원문화에서 즐겨 관람하던 관람 스포츠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스포츠 관여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Berry(1997)의 이

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에 따라 이들의 문화적응

전략의 유형을 일차적으로 분류하였다.

2.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적응전략과 관람스포츠 관여도

Berry(1997)가 제시한 외국인들의 각 문화적응 전략별 원문화와 이주

국의 문화를 대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원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지각된

정체성 및 가치의 높고 낮음) 에 기초하여 그 특성이 인구 유입형 다문화 사회

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관람스포츠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동일

한 특성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그림 8>

및 세부 연구가설 <표 5>를 도출하였다.

Berry의 각

문화적응 전략별

일반적 특성

↑↓

원문화

정체성

↑↓

한국문화

적응성

↑↓

원문화

관람스포츠

관여도
↑↓

한국관람

스포츠

관여도

<그림 8>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관람스포츠 관여도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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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주민들의

적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몇몇 이주자들은 외

국으로의 이주 후에도 자신들이 모국에서 행동하던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다른 몇몇은 모국에서 해오던 자신들의 행동방식을 유지하기 보다는 이주

국의 문화와 행동방식을 따르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는 양쪽의 문화를 절

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잘 유

형화 한 것이 바로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으로 Pons(2001)는 이주민

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것이 그들의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동일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도를 지닌 사람은 미식축구와 같이 미국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일시를 보인다(Ha, Hums,

& Greenwell, 2014).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 대신 자

신의 모국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하여 그 행동방식과 문화를 유지하는 경

우에는 주류문화의 스포츠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낮고 모국에서 가치를 두

던 스포츠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 것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유형별 이주민의 문화적응도와 각 문화적응 유형

별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을 활용하여

각 문화적응 전략과 관람스포츠에 대한 이주민들의 심리적 선호를 나타내

는 변인인 관여도를 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표 5 연구가설 >

H1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관여

도는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보다 높을 것이다.

H2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원문화의 관람스포츠보다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을 것이다.

H3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한국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여도보다 원문화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을 것이다.

H4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

한 관여도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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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식료품을 구매

할 때 주류문화에서 생산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분리형과 주

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 보다 높다(Maldonado & Tansuhaj,

2002)는 연구결과는 문화적응 전략을 주류문화에 대한 가치를 선호하는 유

형인 통합형과 동화형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분리형과 주변형으로 묶어

외국인의 주류문화의 가치에 대한 심리적 선호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리

에 따라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심리적 선호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가설 5를, 그리고 각 문화적응 전략별 한국 관람

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가 뚜렷한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가

설 6을 설정하였다.

< 표 5 연구가설 >

H5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다.

H6
각각의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에 따른 원문화

관람스포츠 관여도와 한국의 관람스포츠 관여도 수준의 차이 및 각 전략의

일반적 특성이 관람스포츠 관여도라는 변인에도 적용되는지를 분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방법에 해당하는 가용표



42

집방법을 활용해 연구대상을 모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가용표집 방법은 설

문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거나, 연구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참

여자들을 대상을 표본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8). 설문조사는 2014

년 9월 한 달에 걸쳐 수집된 총 20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180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

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표 6> 과 같다.

< 표 6 >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

성별
남성 125 67.56

여성 60 32.43

연령

20대 114 61.6

30대 59 31.8

40대 11 5.9

50대 1 0.5

출신국가

미국/캐나다 72 38.9

유럽 73 39.4

아시아 30 16.2

남미 5 2.7

아프리카 5 2.7

거주기간

1년 미만 49 26.4

1 - 2년 56 30.2

3 - 4년 25 13.5

4 - 5년 16 8.6

5년 이상 39 21.0

월소득

100 만원 이하 38 20.5

100-150만원 미만 22 11.8

150-200만원 미만 16 8.6

200-250만원 미만 39 21.0

250-300만원 미만 24 12.9

300 만원 이상 46 24.8

관람스포츠

선호

축구 123 66.4

농구 18 9.7

야구 5 2.7

배구 2 1.0

미식축구 21 11.3

기타 27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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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 AI)

본 연구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전략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bi-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을 기

초로 한 연구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의 유형분류를 위해서

Ward & Kennedy(1994)가 개발한 21가지 항목의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 AI)를 다시 14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한 선행연구인 Ha, Hums, &

Greenwell(2014)의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주민의 문화적응도를 측정한 이후 네 가지 문화적

응유형(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으로 분류 하였다.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를 측정하는 설문 항목은 인지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자

아정체성, 문화적 가치, 직업유무, 고국에 대한 인식, 고국의 문화, 음식, 여가활

동, 언어, 내집단과 내집단에 대한 인식, 사회적 관습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의 측정을 위한 설문에는 두 가지 주

요 진술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문화, 두 번째는 이주민의 원문화와 관

련된 진술이다. 실험 참여자는 14개의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에 포

함된 두 가지 진술(한국의 문화와 이주민의 원문화 관련)을 읽고 Likert 7점 척도

로 응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방법을 통해 두 가지 독립적인 수치를 얻게 되

는데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주류문화적응)에 대한

수치와 다른 하나는 이주민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수치이다. 이렇게 얻

은 두 가지 수치를 midpoint split method을 이용해 설문 참가자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Berry(1997)가 제시한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각각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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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7점 척도의 문화적응지수 설문에서 두 가지 진술 모두에 4점

이나 그 이상의 점수를 응답한 응답자는 통합형으로, 두 가지 진술 모두에 4점미

만의 점수로 응답한 응답자는 주변형으로 분류된다. 또한 첫 번째 진술인 한국문

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4점 이상의 수치로 응답한 반면 두 번째 진술인 원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4점미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동화형으로 분류된

다.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는 4점미만의 응답을 한

것에 반해, 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는 4점 이상의 응답을 한 응답자는 분

리형으로 분류된다.

<표 7 >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 AI) 요약

통합형 동화형

두 질문 모두 4점이상
주류문화적응 -> 4점이상

원문화정체성 -> 4점미만

주변형 분리형

주류문화적응 -> 4점미만

원문화정체성 -> 4점이상
두 질문 모두 4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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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문화적응지수(Acculturation Index: AI) 측정문항 구성

설문지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삶의 속도
원문화의 삶의 속도를 유지

한국화 된 삶의 속도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식사 습관
원문화의 식사습관 유지

한국화 된 식습관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여가활동
원문화의 여가활동 유지

한국화 된 여가활동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거주지
외국인 거주지에 거주

한국인과 같은 거주지에 거주

원문화 1

한국 문화 1

문화적가치
원문화의 문화적 가치 유지

한국의 문화적 가치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자아정체성
원문화의 자아정체성 유지

한국화 된 자아정체성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관계
원문화의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유지

한국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의사소통

스타일

원문화의 의사소통 스타일 유지(직접적)

한국화된 의사소통 스타일 선호(간접적)

원문화 1

한국 문화 1

문화 활동
원문화의 문화활동에 대한 가치 유지

한국의 문화활동에 대한 가치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언어사용
일상생활에서 원문화의 언어사용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

원문화 1

한국 문화 1

사회적관습
원문화의 사회적 관습유지

한국의 사회적 관습 유지

원문화 1

한국 문화 1

동료
직장에서 주로 외국인과 근무

직장에서 주로 한국인과 근무

원문화 1

한국 문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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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여도(involvement)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원문화에서 선호하던 관람스포츠 및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를 측정하는 설문내용은 장재원(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포츠 관여도 측정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에 활

용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및 AMO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평균 및 표준편차)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

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의 측정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설문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가

장 대표적인 방법이며 문항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추정해주는 기

법이다(오수학, 2003).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70 이상이면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1978).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0.794 ∼ 0.888 사이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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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표 < 9 >

에 제시하였다.

표 < 9 >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변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한국 스포츠 관여도 3 .846

원문화 스포츠 관여도 3 .888

3)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검증결과와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 표10 >과 < 표 11 >에 제시하였다.

표 < 10 > 확인적 요인 분석의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변인 문항 표준오차 요인적재치 임계치(CR)

한국

관람스포츠

관여도

K1 - 0.695 -

K2 .118 0.842 9.933

K3 .132 0.887 9.965

원문화

관람스포츠

관여도

O1 - 0.833 -

O2 .083 0.855 13.133

O3 .081 0.866 13.258

모든 요인 적재치 값들은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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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18.709(=8, p=0.000), SRMR=0.0492, GFI=0.969, AGFI=0.919, CFI=0.982,

NFI=0.969, IFI=0.982 RMSEA=0.08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변인과 요

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치 값은 최소 .695부터 최대 .

887까지 나타났고, 모든 임계치는 유의 수준 .001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이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표 < 11 >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구분 분석결과 적합도 기준
적합

여부

CMIN/DF 2.339 3 이하 적합

SRMR 0.0492 0.08 이하 적합

GFI 0.969 0.9 이상 적합

AGFI 0.919
0.9

이상
적합

CFI 0.982 0.9 이상 적합

NFI 0.969 0.9 이상 적합

IFI 0.982 0.9 이상 적합

RMSEA 0.085
0.05 이하: 좋음

0.05∼0.1 이하: 수용가능
적합

(출처: 송지준. (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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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0

4) T검정(t-test)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 의해 분류된 이

주민의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에 따라 이주민이 원문화

에서 선화하던 관람스포츠와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의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및 대응표본 t검정(independent & paired t-test)을 실

시하였다.

5)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 유형별 한국 관람스포

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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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국내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전략 분류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전략의 분류를 위한 척도는 Ward(1994)가 개발하고 Ha,

Hums, & Greenwell (2014)가 수정 보완한 문화적응척도(acculturation index)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2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분

류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2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전략 분류

통합형 동화형

79명 28명

분리형 주변형

53명 20명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원문화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에 모두 4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총 79명으로 통합형으로 분류 되었으며, 두 가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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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4점미만의 점수로 응답한 응답자는 총 20명으로 주변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4점 이상의 수치로 응답한 반

면,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4점미만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총 28명으로

동화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는 4

점미만의 응답을 하는 반면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는 4점 이상의

응답을 한 응답자는 총 53명으로 분리형으로 분류되었다.

2.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여도는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보다 높을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과 주변

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한국 관람

스포츠 및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3 >과 같이 통합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

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관람 스포츠 관여도는 t 값이 6.426로 유의수준 하에

서 차이가 있었으며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여도 평균값

은 3.65,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1.99의 수치를 보여 통합

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 관여도가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 관여도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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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관여도

통합형 79 3.6519 1.38526

6.426 .000

주변형 20 1.9917 0.92160

<표 13 > 통합형과 주변형의 관람스포츠 관여도 차이

*p < 0.05

3.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2에서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원

문화의 관람스포츠보다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

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

한 관여도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4 >와 같이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와 원문화 관람스포츠의 관여도

는 t 값이 유의수준 하에서 -4.333로 차이가 있었다.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2.32,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3.64의 수치를 보여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

여도가 원문화의 관람스포츠의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연구가설 2는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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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N 표준편차 t값 p값

대
응

한국관여도 2.3226 28 1.11869

-4.333 .000

원문화관여도 3.6452 28 2.08407

< 표 14 > 동화형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와 원문화 관람스포츠의 관여도 차이

*p < 0.05

4.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3에서는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은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보다 원문화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이에 따라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5 >과 같이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와 원문화 관람스포츠의 관여도는 t 값이

유의수준 하에서 -8.283로 차이가 있었다.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

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2.13, 원문화 관람

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4.61의 수치를 보여 분리형 문화적응 전

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한국 관람스

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연구가설 3은 지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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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분리형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와 원문화 관람스포츠의 관여도 차이

평균 N 표준편차 t값 p값

대
응

한국관여도 2.1321 53 1.23229

-8.283 .000

원문화관여도 4.6164 53 1.93858

*p < 0.05

5. 연구가설 4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4에서는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

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이에 따라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

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6 >와 같이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국내 거

주 외국인 집단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 집단의 원문화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t 값이 유의수준 하에서 0.711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

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4.61,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

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4.28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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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여도가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

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기각 되었다.

< 표 16 > 분리형 외국인과 동화형 외국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 관여도의 차이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관여도

분리형
원문화 53 4.6164 1.93858

0.711 0.479
동화형
원문화 28 4.2857 2.08407

*p < 0.05

6. 연구가설 5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5에서는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

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

형과 동화형, 그리고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집단을 둘 씩 짝지어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7 >와 같이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집단과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 집단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t 값이 유의수준 하에서

4.087로 차이가 있었다.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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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1.49,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평균값은 1.12의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분리형과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

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5는 지지되었다.

< 표 17 >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 의 한국 관람스포츠 관여도의 차이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관여도

통합동화 108 2.8580 1.49016

4.087 .000

분리주변 73 2.0639 1.12032

*p < 0.05

7. 연구가설 6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6 에서는 각각의 문화적응 전략별로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 따라 분류된 네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 집단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8 >과 같이 각 문화적응 전략 유형별 외국인의 한국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각 문화적응 전략별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외국인의

관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던 연구가설 6은 지지되었



58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관람

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2.94의 평균 점수를 보였

으며, 이후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 순서로 관여도의 수준이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인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

합형과 주변형, 통합형과 분리형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8 > 각 유형별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 관여도차이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합형 80 2.9458 1.59680 1.00 7.00

동화형 28 2.6071 1.11869 1.33 5.00

분리형 53 2.1321 1.23229 1.00 6.00

주변형 20 1.8833 .74359 1.00 3.33

합계 185 2.5378 1.40522 1.00 7.00

< 표 18 계속 >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집단-간
30.745 3 10.248 5.587 .001

집단-내
324.692 177 1.834

합계
355.43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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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계속 >

(I)

유형

(J)

유형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

의

확

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

값

Dunnett

T3

통

합

형

동화형 .33869 .27671 .775 -.4102 1.0876

분리형 .81376* .24602 .007 .1568 1.4707

주변형 1.06250* .24396 .000 .4020 1.7230
동

화

형

통합형 -.33869 .27671 .775 -1.0876 .4102

분리형 .47507 .27083 .403 -.2606 1.2107

주변형 .72381 .26896 .057 -.0140 1.4616
분

리

형

통합형 -.81376* .24602 .007 -1.4707 -.1568

동화형 -.47507 .27083 .403 -1.2107 .2606

주변형 .24874 .23727 .874 -.3970 .8944
주

변

형

통합형 -1.06250* .24396 .000 -1.7230 -.4020

동화형 -.72381 .26896 .057 -1.4616 .0140

분리형 -.24874 .23727 .874 -.8944 .3970

*. 평균차는0.05 수준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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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을 활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에 따른 관람스포츠 관여도 수준의 차이

를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원문화에 대

한 정체성 수준과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응도를 토대로 그들의 문화적응

전략을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후 각 문화적응전략 유형별로 원문화에

서 주로 선호 하던 관람스포츠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그들의 관여도

수준 및 차이를 분석 하였다.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Berry(1997)가 제시한 이주민의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이 관람스포츠 관여도와 관련한 이주민의 심리적 상태

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예측의 틀임을 증명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첫 번째 가설은 이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에서 통합형 문화적응전략을 취

하는 외국인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주류문화에 대한 가치가 모두 높기

때문에 양쪽 문화의 가치 모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Berry(1997)의

기본 가정을 관람스포츠 관여도 수준에 적용한 본 연구에서 동일하게 지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Ha, Hums, & Greenwell(2014)이 미국에 거주하

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

하는 이주민들의 미식축구에 대한 동일시와 구매의도가 분리형 및 주변형 전

략을 취하는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스포츠 상황에서 증명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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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연구결과는 Berry(1997)

의 이론의 기본 가정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도

출 되었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의 경우 Berry(1997)가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이주민의 특징은 원문화의 가치보다 주류문화의 가

치를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바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특징이 관람스

포츠의 관여도를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관람스포츠 관여도에 있어서는 원문화의 관람스

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의 이론적 틀인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서 제시한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기본 가정과 이주민과 관람스포츠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Pons et al, 2001; Maldonado & Tansuhaj, 2002; Ha, Hums, &

Greenwell, 2014) 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몇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들의 국내 거주 목적이 선행연구의 연구대상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다민족 이민국가에서의 이민자(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들을 주요 연구대

상으로 하여왔다.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류사회에서의 소수민족으로 주된

거주 목적이 유학, 이민 등의 장기거주 목적으로 주류사회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것을 습득해야할 뚜렷한 목표의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직장(기업의 한국지사, 영어강사)이

나 학업(교환학생 등)등의 단기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문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개인적 요인(거주기간 및 이주동기)에 해당하는

제약 요인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에 따라 동

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람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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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보다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던가, 가설 4의 검증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에 있어 분리형과 동화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지닌 원문화의 생활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언급 되

었듯이 연구대상의 대부분(143명)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이주한 외국인들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의 학교나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해외기업

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로 업무를 위해 원문화에서 사용하던 언

어인 영어를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일상생활에 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업무와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생활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활 특성을 지닌 외국인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국 문화(스포츠)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 관

람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원문화에서 즐겨 관람하던 스포츠를 관람하기 위

해 모국어 스포츠 방송과 인터넷 중계, 기사 검색 등을 통해 한국에 거주 하

면서도 한국 스포츠에 대한 노출보다는 원문화에서 자주 접하던 스포츠에 대

한 노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문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문화적응

이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해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전략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론에서 제시하는 각 유형별 외국인의 심리적·행동적 특성과 관련된 기본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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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스포츠 관련 심리적 선호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관여도)과 접목한 최초의 연

구이다. 그동안 스포츠와 문화적응에 관련된 연구는 해외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

로 그들의 스포츠 참여 및 관람 활동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실

시 하여왔다. 즉, 관람스포츠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이민자 국가에서

연구되었기에 이들과 다른 우리나라의 특수한 다문화 사회의 현실 및 특수성이

반영된 관람스포츠 관련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내의 연

구는 주로 여가분야에서 이주민의 스포츠 참여가 주는 이점이나 제약을 파악 하

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람스포츠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을 활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

략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문화적응 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관람스포

츠 관여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수성을 반

영한 관람스포츠에 대한 심리적 선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한국의 관람스포츠 조직의 실무자들

에게 새로운 관람스포츠 소비자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스포츠 소비

자들의 시장세분화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과

관람스포츠 관여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산업 실무적 측면에서

의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가설 2의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Berry(1997)의 문화적응 전략의 한 유형인

동화형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류가 될지라도, 그들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은 매우 강하며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적응전략에 있어서

의 특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실무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한국 관

람스포츠보다 원문화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더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관람스포츠 실무자들은 이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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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소비자 확보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들의 한국 관람스포츠 직접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을 세운다. 스포츠 소비자들의 관람스포츠 소비행동은 크게 경기장에서 경기

를 관람하는 직접관람과 TV와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간접 관람으로 나뉜

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원문화에서 즐겨 관람하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와

의 물리적 거리라는 제약 때문에 이들이 해당 관람스포츠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관람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국내의 관람스포츠 실무자들은

스포츠의 직접관람 경험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이점에 착안하여 외국인들의

TV나 인터넷을 통한 원문화 스포츠의 간접관람에 대한 수요와는 별도로 한

국의 경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외국인 소비자들

의 직접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각종 외국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의 시장 세분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관람스포츠

컨텐츠에 외국인의 원문화의 정체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형을 제외한 전 문화적응전략 유형에서 원문화

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 거주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Ko,

Claussen, Rinehart, & Hur (2008)의 연구에서 그들은 아시아인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국어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

실을 참고하여 각 프로 구단이나 협회 등은 홈페이지 및 티켓예매, 현장 경

기프로그램 안내서, 각종 뉴스기사, 경기주요장면 영상 등에 외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들과 한국 관람스포츠 간의 접점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경기내용은 한국 관람스포츠라 할지라도 경기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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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는 외국인들의 원문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도록 원문화의 식음

료 서비스, 외국어 좌석안내, 그리고 한국생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미식축구의 경

기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테일게이트 파티 (tailgate party)를 한국의 스포츠

경기장 주변에서 재연 한다거나, 영국인들의 경기관람과 사교의 장인 펍(pub)

문화의 분위기를 재연하는 등 외국인들이 원문화의 스포츠 관람 시 익숙했던

주변 환경을 한국의 경기장에 유사하게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거

주하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많고 구매력이 높은 영미권, 유럽권 외국인들이 상당수 설문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의 상당수가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인 임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중국인 및 동남 아시아인들을 포괄 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이 확보

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의 관람스포츠 관여도를 설명함에 있어 이

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이론으로 설정하고 있는 문화적응 이론은 이주민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도

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적응 전략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그것이 이주민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모두 대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된 중국 및 동남아 인구

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의 결과를 보다 폭넓게 일반화 시킬 수 있도

록 함과 동시에 관여도 이외에 문화적응과 관람스포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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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활용하여 스포츠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이주민과 관련

된 연구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전략의

유형 중 주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 이론으로 활용된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 따르면 주변형 문화적응전략을 취하

는 외국인은 본인의 원문화의 정체성은 물론 주류사회의 가치도 부정하는 전

략을 취하는 외국인 유형이다. 실제로 주변형의 일반적인 특성이 원문화와

주류문화 양쪽 문화의 가치를 모두 배제하는 유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들

이 원문화 및 주류문화 스포츠에 대한 가치도 역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물론 연구결과를 통해 주변형으로 분류된 외국인들의 관람스포츠 관

여도가 나머지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스포츠가

인류의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는 유일한 매개임을 고려할 때, 그들이

양쪽 문화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포츠에 대한 가치도 부정할

것이라는 판단은 향후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한 상관관계 검증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에서 제시한 이주민

의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형)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전략 유형을 분류해보고 각 유형별 원문화 관람스포츠 및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수준이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관여도 수준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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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둘째,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

인의 원문화 관람스포츠와 한국의 관람스포츠의 관여도는 원문화의 관람스포

츠에 대한 관여도가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게 나타나 본 가

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관

람스포츠보다 원문화의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넷째, 분리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문

화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원

문화 관람 스포츠 관여도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통합형과 동화형, 분리형과 주변형을 비교대상

으로 놓고 양자 간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차이를 분석한 본 가설

의 연구 결과는 통합형과 동화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

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가 분리형, 주변형 문화적응 전략을 취하는 외국인의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 보다 높게 나타나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여

섯째, 각 문화적응 전략별 한국 관람스포츠에 대한 관여도는 유의수준 하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 본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집단별 차이는 통합형과 주변

형, 통합형과 분리형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도출된 상

기와 같은 연구 결과는 Berry(1997)의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이 관람스포츠에 대

한 외국인들의 심리적 선호도를 분석하는 도구로써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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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expatriates in Korea in relation to spectator sport involvement.

Berry's(1997)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was u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categorize the type of acculturation strategies of

expatriates in Korea.

Acculturation strategies of expatriat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To be specific, there were

79 participants using the integration strategy, 28 using the assimilation strategy,

53 using the separation strategy ,and 20 using the marginal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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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analyze differences on

spectator sport involvement of expatriates between Korean spectator sport

and their original cultural spor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ectator sport involvement

among foreigners in Korea. Firstly, the spectator sport involvement of the

participants using the integration strategy was higher than that of

marginalization. Second, participants categorized as using assimilation

strategy were found to have lower sport involvement with Korea's

spectator sport and had a higher involvement with their original cultural

sport. Third, participants categorized as using separation strategy were

found to have higher involvement with their original cultural sport than

Korea's. Fourth, participants categorized as using separation strateg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assimilation participants in comparing

original cultural spectator sport. Fifth, participants categorized as using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were found to have higher involvement with

Korea's spectator sport than those using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strategy. Lastly, when considering only Korea's spectator sport

involvement the biggest differences in categories were betwee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then integration and separation,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dicated that expatriates

living in Korea showed similar characteristics of Berry's (1997)

acculturation strategies. However, in relation to sport involvement,

participant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that all expatriates of four

categories showed higher involvement with their original cultural spec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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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Therefore, unlike Berry's (1997) theory, people with high level of

acculturation showed higher levels of involvement with their original

cultural spectator sport.

Key Words: acculturation, acculturation theory, acculturation strategy,

sport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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