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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흑인과 비교함으로서 기존의 인종 질서에 반

하는 이러한 인종 정체성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밝 본다.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

용하여 개인 인 속성과 사회 환경 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짓 회귀분석을 하 다. 분석 결과 

개인 인 속성보다는 사회 환경 인 특성이 흑백 복합인종의 형성에 더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회경제  지 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성이 높을수록, 거주지와 직장 

주변의 흑인 비율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흑인이 아닐수록 흑백 복합인종의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흑백 복합인종이 주변 흑인과 더 큰 차이를 보 다. 특히 흑인 이외의 

인종을 배우자로 둔 경우 흑백 복합인종일 가능성이 남부가 여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자식의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향을 미친다. 흑인과 흑인 이외의 인

종의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반 이상(62.0%)이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은 놀라

운 발견이다. 이들로부터 출생한 자녀  막상 흑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는 다섯  한명 꼴

(20.0%)에 불과하다. 이 인종 간의 혼인이 꾸 히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복합

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임을 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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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은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에 새로운 전

기를 제공했다. 부시 대통령의 실정, 경제 위기, 이라크 전쟁 등을 오바마 대

통령이 당선된 구조적인 원인으로 흔히 지적하는데, 이에 더하여 20세기 후

반 꾸준히 변화해 온 인종 질서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데 일조 했

으리라는 의심이 본 연구의 발단이다. 

버락 오바마는 흑인인가 백인인가? 일견 어리석게 들리는 이 질문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인종 질서의 근간을 건드린다. 미국 사회의 인종 질서의 근

본 원칙인 ‘한 방울 피의 규칙’(One-drop rule)에 따르면 그는 흑인임이 분

명하다. 이 규칙은 조상 중에 백인 이외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후손은 모두 흑인(유색인)으로 규정하며, 흑인도 백인도 아닌 중간을 허용하

지 않는다.1 케냐 엘리트 계급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에게서 출

생한 버락 오바마는 주변 사람이 자신을 흑인으로 본다는 사실을 청소년기에 

들어 새삼 깨닫고, 이후 흑인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

아들였다(Obama, 2004: 72-91).

그러나 근래에 자신이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

다(Jones and Smith, 2001). 흑인 중류층이 늘면서 흑인과 다른 인종 간의 

혼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Qian, 2005). 이들 중 일부는 자신과 자신의 자

식의 인종이 흑인 혹은 백인이라는 단일 범주에 구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Brusma, 2005). 백인과 유색인 사이에 성적 결합과 그로부터 출생한 자녀

의 존재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단지 흑인으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 다수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근래에 새로운 현상이다. 사실 미국에 살고 있

 1. 물론 이 규칙에 예외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조상 중에 흑인이 있어도 백인과 결혼하
면서 백인과 유사한 피부색을 갖게 된 경우 ‘백인’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충분히 희지’ 않을 경우 주변인으로부터 완전한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그 못지않게 많다. 백인으로 행세하는 흑인의 인종 정체성 갈등에 관
하여 Twine(199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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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다수의 흑인에게는 다소간 백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미국 흑인과 아프

리카 흑인의 피부색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은 자명하다(Spencer, 2005). 

왜 근래에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흑인이 아니라고 주장할까? 물론 부모가 

둘 다 흑인이거나, 피부색과 외관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변 흑인과 흡사한 경

우 자신을 백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조상 중 백

인이 있거나 혹은 외모에서 흑인의 특징이 강하지 않을 때 자신은 흑인과 백

인의 어느 단일인종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본 논문에

서는 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흑백 복합인종’(Black-White Multiracials)이

라고 주장하는지 검토한다. 미국의 전통적 인종규범의 핵심은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흑인과 백인 이외의 아시아인, 인

디안, 히스패닉은 본 분석에서 제외한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

람을 흑인과 비교함으로서 기존의 인종 질서에 반하는 이러한 인종 정체성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지 경험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II. ‘흑백 복합인종’의 출현 배경

미국 사회의 인종 질서는 ‘한 방울 피의 규칙(one-drop rule)’에 근거하고 

있다. 흑인과 성적 결합을 통해 출생한 모든 자녀를 흑인으로 분류하는 이 

규칙은 과거 노예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백인이 원주민을 정복

하고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흑인 노동력을 수입했던 역사를 공유하는 남미

에서 백인, 흑인, 원주민 사이에 다양한 혼혈인종을 허용했던 것과는 달리 미

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유색인)이라는 단일 인종 분류만을 인정했다. 자유인

과 노예 사이의 구별을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로 외관상 확실히 할 때 노예제

를 사회적으로 강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방울 피의 규칙’이 노예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노예제가 종식된 

후 이 규범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은 감소할 것이다(Fields, 1990: 97-98). 수

세기 동안 엄격하게 지켜진 사회규범이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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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의 투표법(Voting Right Act)으로 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점차 이 규칙이 이완되는 경향을 보인다. 흑인과 백인간의 혼인

을 금하는 법률이 폐지된 것과 이 인종 간 혼인이 증가한 것이 단적인 예이

다. 196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 주를 위시한 남부 대부분에서 엄연히 존재했

던 흑백 간의 혼인을 금하는 법률은 1967년 대법원의 위헌 판결(Love v. 

Virginia)로 폐지되었다. 

흑인과 백인 간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자녀의 인종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었다. 버락 오바마를 포함하여 대다수

는 기존의 규범에 따라 흑인으로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기존의 단일 인종체계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다. 미국인은 자신

의 인종을 공적으로 표명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학교, 직장, 관공서 등 모든 

공적인 서류에는 인종을 기입해야 함으로 기존의 규범에 따르기를 거부할 경

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인종 규범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까지는 규정을 위반하여 

인종 분류의 여러 항목에 임의로 표기하거나, 혹은 ‘기타’ 항목에 표기하는 

식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집단행

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다인종 미국인협회’(Association of Multiethnic 

Americans),2 ‘인종 프로젝트’(Project RACE),3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정치

적인 영향력을 모았으며, 미국의 인종 분류체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센서스 

 2. AMEA는 1988년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용어가 확산될 무렵에 샌프랜
시스코를 중심으로 복합인종(multiracial)의 정체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립
되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복합인종’을 독립적인 인종 범주로 설정해달라고 청원
을 하며,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복합인종을 옹호하고, 복합인종관련 학술회의를 조직
하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인종’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3. Project RACE는 Reclassify All Children Equally의 머리글자를 딴 단체의 명칭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복합인종'(multiracial)을 공문서 특히 인구센서스와 학교의 문서에
서 독립 범주로 인정할 것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하여 1991년 플로리다에서 설립
되었다. 이 단체에는 복합인종 사람들은 물론 유색인과 결혼한 백인 어머니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2000년 센서스에서 복합인종 범주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들 백인 어머니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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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4 이들은 전화, 편지, 피케

팅, 공공 광고, 후원금, 초청 연설, 하원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의 인종체계를 개편하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Williams, 2006: 

Ch. 4). 

복합인종을 인구센서스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시키려는 이들의 시도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해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을 유발하였다. 공화당 보수

주의자들은 ‘복합인종’ 범주가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한 “인종을 구분하지 않

는”(color-blind)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적극적 

차별폐지 정책”(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적극

적으로 찬성하였다. 반면 전국흑인인권향상협회(NAACP)를 중심으로 한 흑

인 지도자들은 ‘복합인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흑인의 세력이 약

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흑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예산도 축

소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1997년 연방 의회는 양쪽의 절충안으로 결정하였다. 2000년 인구센서스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백인, 흑인, 아시아인, 인디안, 기타 범주로 하여 네 개의 

단일 인종 범주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신 여러 개의 단일 인종 범주 항

목에 복수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복합인종의 존재가 사

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었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으로 파악된 복

합인종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2.4%였는데, 이는 유태인이 약 1%, 인디언이 

0.9%, 아시아계가 3.9%인 것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규모이다(Jones and 

Smith, 2001: 1).

인종 정체성은 개인적인 의식과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

에 의해 좌우된다. 인종 규범을 지탱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계층(계급) 구

조이다(Gans, 2005: 19). 미국 사회에서 과거에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인

종 질서의 토대가 노예제였다면, 노예제가 종식된 후 인종 규범을 유지하는 

요인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것이다(Fields, 1990). 두 인종 간에 사회경제적 

 4. 미국 사회의 인종 분류체계는 10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매 10년마다 전국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는 인구센서스는 사업 예산은 물
론 구체적인 질문 항목에 이르기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센서스 결과에 
기초해 의회의 의석 배분을 재조정함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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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감소한다면 둘을 구분하는 집단 경계는 흐려진다. 두 인종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유사해 질 때, 두 집단 사이에 사회적인 교류가 증가하며, 유사

한 수단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혼인이 증가하고, 세계관과 생활 방식이 흡

사해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흡사해진다. 상대를 나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

람으로 구별하고 행동하던 방식은 사라진다. 

근래에 중류층 흑인과 백인 사이에, 혹은 아시아계와 백인 사이에 집단 경

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흑인과 백인, 아시아계와 백인 사이에 혼인

이 증가하며, 함께 교육을 받으며, 가치관과 직업 경로가 흡사해지면서 서로

가 상이한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상대를 자신과 동일한 인

종으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서로간의 거래에서 인종적 고려가 개입하는 정도

는 현저히 약화되었다. 특히 아시아계와 백인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

부 학자는 백인과 아시아계의 경계는 흐려지는 대신 흑인과 흑인이외의 집단

을 구분하는 경계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므로, 백인과 여타 집단으로 구분하던 

과거의 인종 질서가 흑인과 여타 집단으로 구분하는 인종 질서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Lee and Bean, 2004). 이차 대전 이전까지 별개의 인종으로 차별

받던 유대인이 백인 주류로 흡수된 것이나, 일본계가 백인과 동류로 대접받

는 데에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백인의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다. 마찬가지로 일부 흑인과 백인간의 인종 경계가 흐려지는 근래의 경향은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인종 정체성의 형성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흑인과 백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유년기에는 자신의 인종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갖지 않으나 청소년기에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늘고 주변 사람들이 자

신을 흑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이 흑인임을 자각

하게 된다(Twine, 1996). 인종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내던 유년기

의 백인 친구들과는 이질감과 긴장감을 느끼는 반면 흑인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흑인의 하위문화를 모방하면서 흑인의 정체성으로 정착한다.  

흑인의 인종 정체성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흑인도 백인도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면 사회적인 주변인으로서 심리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의 위

험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Townsend, Markus and Bergsi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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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흑인과 백인이 결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으로 자신을 어

느 한 인종에 소속된 것이 아닌 복합인종으로 생각하면서 자란 사람들 중 일

부는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종 문제로 자주 부딪치게 되고 이들 중 일

부는 결국 흑인으로 안주하는 길을 선택한다(Ren, 2004). 반면 자신의 외모

가 백인과 흡사한 경우 자신의 출생 성분을 감추고 흑인 친족과의 관계를 멀

리하면서 백인으로 행세(passing)하기도 한다. 

흑백 복합인종과 사정은 다르지만 흑인이면서 전형적인 흑인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근래에 들어 눈에 띠게 증가한 흑인 중류층

이 그들이다. 사회 유명인사 중 흑인이 증가하며 백인 중류층과 유사한 사회

경제적 수준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흑인 중류층이 흑인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들은 교외에 거주하며, 자녀 교육, 세계관이나 가치관, 생활양식,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에서 인종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덜 작용한다. 이들

의 생활은 외관상 특별히 백인과 구별되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인종주의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Feagin and Sikes, 1994: Ch. 3). 사회적 성공을 발판

으로 하여 일부 흑인은 인종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서 백인을 배우자로 

맞기도 한다. 

흑인 중류층의 자녀, 특히 백인과 결혼한 흑인 중류층 가정의 자녀들이 흑

인과 백인으로만 구분하는 전통적인 인종 규범을 거부할 가능성은 적지 않

다. 1990년대에 센서스 인종 범주 변경을 둘러싼 문제에서 흑인과 백인이 결

합한 중류층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의 인종을 흑인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발하

여 집단행동을 주도하였다.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흑백 복합 가정에서 자녀

를 복합인종으로 보고한 비율은 62.7%에 달한다(Roth, 2005: 50). 그들의 

생활 방식은 흑인의 전형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백인으로 인정받

기에는 흑인의 외면적 형질을 많이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중 흑인과 

백인의 인종 틀에 맞추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유연한 인종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수 발견한다(Binning et al., 2009). 이들은 전형적인 흑

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굳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감

수해야 하는 흑인 이미지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들 중 

일부는 흑인도 백인도 아닌 제 삼의 범주로 인종 정체성을 표명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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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인종 정체성 자체를 거부한다. 흑인임을 인정할 때 감수해야 하는 고통 

대신에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인종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겪는 고

통의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흑인과 백인의 결합으로 출생한 사람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을 어떻게 형

성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었다(Shih and 

Sanchez, 2009; Rockquemore and Brunsma, 2002). 이들 연구는 대부분 소

수의 사례에 대한 질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경험이

란 매우 사적이며 민감한 주제이므로 심층 면접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주관

적으로 서술하는 연구가 많다. 2000년 인구센서스 이전의 모든 조사에서 인

종은 단일 인종 범주로만 파악되었으므로 복합인종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은 

매우 드물다.  

복합인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백인의 단일 인종 분류를 거부하

는 사람들의 인종 정체성은 매우 불안정하다(Rockquemore and Brunsma, 

2002; Harris and Sim, 2002). 일관되게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

도 일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 정체성 사이를 편의에 

따라 바꾸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인종에서 단일 인종으로 혹은 거꾸로 

단일 인종에서 복합인종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는 아예 인종 정체

성의 표명을 거부하면서 인종 규범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복합인종 정체

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부모로부터 인종 질서에 

대한 거부의 영향을 받았거나, 자아 존중감이 강하고 사회적인 편견의 수용

을 거부하며, 대인관계에서 균형 잡힌 성격 특성을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에

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Binning et al., 2009).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복

합인종 범주가 인정되지 못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미국 사회에

서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기존의 인종 질서의 주변에 위치하면

서 변화의 선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흑백복합 인종 정체성의 결정요인   113

Ⅲ. 연구 가설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흑인 단일인종’(이후 ‘흑인’으로 지칭함)과 대비하여 ‘흑백 

복합인종’이라는 인종 정체성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당사자 개인의 속

성과 사회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주요 요인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가설을 간략히 설명한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째 요인은 외관상 신체적 

특징이다. 피부색, 머릿결, 얼굴형 등 외관상의 모습이 흑인에 가까운가 여부

는 인종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사람이 인식하는 인종 개념

은 외관상의 차이에 주로 의존하므로 외관상 흑인에 가까울수록 흑인의 인종 

정체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흑인 부모를 둔 사람이라도 외관상 백

인에 가까울수록 흑인이기를 거부하고 대신 흑백 복합인종 혹은 심지어 백인

의 인종 정체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흑인 집단 내에서도 피부색의 차이에 따라 지위의 차이는 물론 비합

리적인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Burton et al., 2010: Hochschild and Weaver, 

2007). 흑인들 내에서 피부색이 밝을수록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

하며, 같은 조건에서도 밝은 피부색의 흑인은 어두운 색의 흑인보다 호의적

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Colorism”이라는 새로 만든 개념어로 지칭한다.5 피

부색이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요인이라면 흑백 복

합인종의 정체성 형성에서 피부색의 중요성은 훨씬 더 할 것이다. 문제는 외

관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피부색과 인종 정

체성과의 연관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호 배타적이고 내

 5. 물론 흑인 사회에서도 피부색이 짙을수록 순수하다는 긍정적인 믿음도 존재한다. 

1960년대 후반 “Black is beautiful”이라는 구호로 흑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운동
이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흑인 여성이 피부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인 중심으로 구축된 미에 대한 개념을 
흑인 역시 내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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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질적인 인종 개념을 가진 미국의 인종 질서에서는 외관상의 모습에 

따라 백인과 흑인 사이에 중간형을 설정하는 것이 금기 사항이므로 사회과학

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으며 신뢰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혼혈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소수의 사례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질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Twine, 1996; Ren, 2004).6 본 연구에서

도 자료의 제약으로 피부색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부모의 인종

이다. 인종은 생리적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자식의 인종은 부모의 인

종에 좌우된다. 부모 양쪽 모두 흑인 혹은 백인 단일 인종일 경우 그 자녀가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부모의 인종이 서로 일치

하지 않거나 부모 자신이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식이 복

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할 가능성은 높아진다(Roth, 2005). 물론 버락 오바마

의 예에서 보듯이 부모의 인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자식이 복합인종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밝은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중 백인과 외모가 흡사한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 이들은 성장

하면서 자신의 인종 정체성 때문에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백인 혹은 복합인

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인 인구센서스

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부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인종이 

어떻게 응답자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대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 응답자의 인종이 어떻게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부여한 자녀에 대한 인종 정

체성일 뿐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이 훗날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인종 정

체성을 가질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가설 1: 부모의 인종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자식은 ‘복합인종 정체성’을 

 6. 반면 남미 사회에서는 백인, 흑인, 인디언의 다양한 혼혈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므로 
인구센서스에서도 이러한 혼혈 범주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부색 등 외관상의 모습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Noble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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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가능성이 높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인종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를 반영하는 사회적 범주이다

(Gans, 2005).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구분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

의 차이와 일치한다. 평균적으로 흑인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을, 백인은 중

상층을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인 

사람은 자신을 흑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상층인 경우 흑인이

기를 거부하고 대신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7  

가설 2: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흑백 복합인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

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사회 환경적 

특성이다(Brunsma, 2005: 1136-7). 앞에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개인의 속성

을 통해 인종 결정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반면, 이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인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다. 사회 환경적 특성

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

적 특성이다. 미국은 동부, 중서부, 서부, 남부 지역에 따라 인종 규범에 차

이가 있다.8 미국의 남부는 인종 및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며 

노예제에 뿌리를 두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이다. 인종주의가 심한 곳

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전통적 인종 규범을 거부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반면 인종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북부나 서부 지방에서는 전통적 인종 규범

을 거부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 

 7. 일반적으로 인종은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선행하는 사건이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
종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인과적으로 오류이다. 그러나 흑인과 흑인 복합인종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는 개인의 후천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인종
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인과적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

 8. 동부와 중서부는 함께 묶어 북부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남부 지역과 대비되는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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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남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흑백 복합인종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환경의 두 번째 요소는 거주지 주변의 흑인의 도이다. 미국 사회에

서는 인종에 따라 거주지가 확연히 구분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흑인

이 많이 거주한다면 그는 주변 흑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접하게 형성하면서 

흑인의 인종 정체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흑

인이 많지 않다면 자신을 주변 흑인들과 동일시해야 할 필요를 덜 느낄 것이

므로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9     

가설 4: 거주지 주변에 흑인이 적을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할 가능

성이 높다. 

사회 환경의 세 번째는 직장 주변의 흑인의 도이다. 거주지와 함께 직장

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장이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흑인이라면 흑인 인종 정체성을 획득할 가

능성이 높다. 반면 직장 동료 중 흑인이 많지 않은 경우 자신을 전형적인 흑

인과 동일시해야 할 필요는 적다. 종사하는 일이나 직장에 흑인이 많지 않을 

때 자신을 흑인도 백인도 아닌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해도 주변의 저항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다.10 

가설 5: 종사하는 일이나 직장에 흑인이 적을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

 9.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네에서 사는 경우 주변 백인이 그를 흑인으로 인식하고 그
에게 이러한 인종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
변에 흑인이 많은 경우가 백인이 많은 경우보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기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흑인 공동체의 이웃 간의 유대는 백인 공동체의 
이웃 간의 유대보다 더 긴 하기 때문이다.

10. 거주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장 주변 사람들이 백인 일색이며 이들이 그에게 흑인
이기를 기대할 경우 흑인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흑인 공동체가 백인 공동체보다 구성원 사이에 더 긴 한 유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흑인 일색의 직장에 있는 것이 백인 일색의 직장에 있는 것보다 흑백 복합
인종 정체성을 주장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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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 환경의 네 번째는 지역 사회의 사람들 간의 유대이다. 지역 사회 구

성원들 간에 사회적 유대가 약하며 익명성이 지배하고 있다면 누군가 전통적 

인종 규범에 반해서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하여도 아무도 개의치 않을 것

이다. 반면 서로 접한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면, 누군가 독자적으로 

흑백 복합인종을 주장할 때 주변 사람과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사람들과 접한 유대가 형성되려면 지역 공동체가 작으며 사람들의 이동이 

잦지 않아야 한다. 지역 사회의 규모가 매우 큰 대도시의 경우 익명성이 지

배하며, 사람들의 전출입이 잦을 경우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움으로 

접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잦은 이동은 개인적 특성이기도 하다. 자주 

이동하는 사람은 지역 사회에 대한 감정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며 주변의 여

론에 덜 신경을 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인

종 정체성과 관련하여 주변의 압력을 무시하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더 우선

시하므로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설 6: 자주 이동하는 사람일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7: 대도시일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이다. 배우자

가 흑인이라면 자신을 흑인이 아닌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

을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백인이거나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라면 가족 관

계에서 자신을 흑인과 동일시해야 할 사회적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다. 만일 

배우자도 전통적인 인종 규범을 거부하는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

이라면 자신도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11 

11.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흑인이 아닌 사람을 배우자로 
찾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다. 혹은 결혼하기 이전에는 자신을 흑인이라고 생각했으나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복합인종 정체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인종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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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 배우자가 흑인이 아닐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단일인종체계에 대한 거부 움직임은 비교적 근래에 출현하였다. 과

거에 흑인과 백인의 성적 결합에서 출생한 사람은 공고한 인종 규범 때문에 

흑인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12 반면 1960년대 

민권운동 이후에 성장기를 경험한 흑인은 자신이 백인과 동등한 법적인 존재

라는 사실을 당연시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흑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에 

저항하여 전통적 인종 질서 자체를 개인적 및 집단행동을 통해 거부하거나 

변화시키려 시도한다(Nagi, 2010: 7-9). 흑백 복합인종을 주장하는 것은 전

통적 인종 질서를 거부하는 단적인 예이다. 근래로 올수록 이러한 시도는 두

드러지며 주변 사람으로 부터도 과거와 같은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제재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래에 성장한 사람일수록 흑인 대신 흑백 복합

인종이라는 대안적인 인종 정체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9: 연령이 낮을수록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홉 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 대

학 인구연구소에서 제공하는 2000년 인구센서스의 5% IPUMS(Integrated 

Public Use Micro Samples)를 사용한다. 이는 미국인 모두를 전수 조사한 

인구센서스 자료에서 5%를 임의적으로 선별한 표본으로 총 사례수가 

14,081,466명에 달한다.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응답자 

본인의 인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앞에 두 번

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 쌍방이 인종적으로 영향을 
서로 교환하거나 혹은 자기선택적인(self-selection) 행위의 결과 둘의 인종이 흡사해
질 수 있다. 

12.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주변지역에서는 과거에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인을 ‘크리올’ 
(creole)이라는 별도의 인종 범주로 불렀다. 이들은 농촌에서 면화농사를 짓는 흑인보
다는 나은 사회적 대접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며, 19세기 
후반 남부지방 전역에 흑인을 억압하는 ‘짐 크로우’(Jim Crow) 규범이 강력하게 적
용되면서 이들의 특별한 존재는 부정되었으며 흑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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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에서 아홉 번째까지의 가설을 검증한다. 여기에서는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흑인(복합인종 포

함)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단일 인종으로 표

기된 백인, 아시아계, 인디언은 제외되었다. 또한 본 분석에서 ‘복합인종’은 

히스패닉이 아닌 흑인과 백인이 복합된 범주로만 국한 하였다.13 

센서스 조사에서 미성년자의 인종은 대체로 응답자인 부모 중 한사람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한 인종 정체성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 정

확히 맞지는 않는다. 미성년 시절에 복합인종이라고 표명한 사람 중 상당수

가 이후 사회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인종 규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바꾸거

나, 거꾸로 미성년 시절에는 자신을 흑인으로 인식하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흑백 복합인종이라고 새로이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과 혼인 등으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

는 시기인 20대 중반(25세) 이후의 사람들로 제한하였다. 60세 이상의 사람

도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1960년대 민권운동 이전에 성장기를 

거친 사람으로 흑백 복합인종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출현하기 이전에 오래 

동안 성인으로 활동했으므로 본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할 가치가 작다. 이렇

게 25세에서 59세 사이의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사람만을 선별하였을 때, 본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 수는 711,663명이다. 이들 중 흑인 단일 인종은 

704,497명으로 98.9%를 차지하며 흑백 복합인종은 7,166명에 1.0%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위의 첫 번째 가설, 즉 부모의 인종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 경우 인종이나 연령으로 

분석 사례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부부가족’(coupled 

family) 중 부부 모두가 백인이거나 혹은 부부 어느 쪽도 흑인이 아닌 경우 

및 부부가 히스패닉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는 부부 모두가 백인이거나 혹

13. 흑인과 흑백복합인종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은 이현송(2009)에서 시도
되었다. 이 전의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흑백복합인종이 많이 출현하는 일부 지역에 
국한했었는데, 본 글에서는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분석 단위와 설명 변수를 
좀 더 정치하게 조정 발전시켰다. 또한 이전 글에서는 두 집단 간 평균비교를 주로 
한 반면 본 분석에서는 여러 설명변수를 상호 통제하며 비교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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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부 어느 쪽도 흑인이 아닌 경우 그들의 자녀가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쪽이 없는 결손 가족이나 부

부 가족이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이렇게 선별된 사례를 

대상으로 부부 모두가 흑인인 가족과 부부 중 한쪽이 흑인이고 다른 쪽은 흑

인이 아닌 가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맞은 가족은 총 194,721 사례

이며 이 가족에 속하는 자녀는 총 300,811명이다. 이중 부부 모두가 흑인인 

경우는 163,943 가족으로 84.2%를 차지하며, 부부 한쪽이 흑인이 아닌 경우

는 30,778가족에 15.8%이다.

첫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는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 ‘흑백 복합인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1과 0의 값만을 가지므로 로짓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 분

석에 적용한 설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

족 소득과 교육 수준으로 측정하였다.14 교육 수준은 대학 교육을 받았는가 

여부를 측정하였다. 거주지의 흑인 비율은 센서스의 최소 지역 단위인 인구 

약 10만 명 규모의 PUMA(Public Use Micro Are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의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이동성향은 5년 전과 대비해 현재 다른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척도로 삼았다. 일자리의 흑인 비율은 직업과 산업 

표준 분류의 최소 단위에 종사하는 흑인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지역 구분은 

남부 이외 지역 거주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남부의 정의는 미국 센서스의 지

역 분류에 따랐다. 거주지의 규모는 센서스 최소 지역단위인 PUMA의 표본 

규모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도시일수록 센서스 최소 지역단위

의 표본 규모를 크게 잡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4. 남녀 및 근로자와 비근로자가 함께 섞인 표본의 경우 개인 소득보다는 가족 소득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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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흑백 복합인종 전체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소득*
대학재학 이상 교육*
관리자 및 전문직*

$45,545
38.2%
23.9%

$53,455
57.0%
34.5%

$45,627
38.5%
24.1%

연령* 40.4세 37.9세 40.4세

지역 분포*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서부 지역

58.6%
32.3%
9.1%

28.1%
42.4%
29.5%

57.9%
32.6%
9.5%

사회 환경적 요인

거주지 인근의 흑인 비율*
이동성*
거주지의 인구 규모
종사 직업의 흑인 비율*
종사 산업의 흑인 비율*

20.7%
48.7%
79,720
13.2%
12.7%

13.8%
60.2%
80,701
11.4%
11.6%

20.6%
49.0%
79,393
13.2%
12.6%

부부의 인종 구성*

흑인과 흑인의 결합
흑인과 기타 인종의 결합

93.8%
6.2%

43.5%
56.5%

93.3%
6.7%

* 두 집단 간 차이는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1>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의 비교

Ⅳ. 분석 결과

1.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의 비교

흑백 복합인종 사람이 자신을 흑인과 구분된다고 주장하려면 이 두 집단 

사이에 평균적인 모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 만일 두 집단 간에 

개인적 특성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독자적인 

인종 정체성 주장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표 1>에서 흑

인과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두 집단

은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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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존재한다. 가족 소득에서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17.3%나 높으며, 

대학 재학 이상자의 비율에서 18.8%포인트,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에서 10.6%포인트나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소득, 직업, 교육의 

세 요소 중 특히 교육에서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거의 1.5배나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평균적으로 2.5세 젊으며, 남부보다는 북부와 

서부에 더 많이 산다. 흑인 중 서부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9.1%에 불과하나 

흑백 복합인종 중의 이 비율은 29.5%로 남부와 비교하여 세 배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 

사회 환경적 요인 중 거주지 인근의 흑인 비율에서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은 큰 차이를 보인다.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흑인 비율은 20.7%에 달한다. 

인구센서스의 최소단위인 PUMA가 최소 10만 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상

당히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흑인 집중 비율은 미

국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인 인종별로 분리된 거주 유형이 희석된 형태로 나

타난 것이다. 반면 흑백 복합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의 흑인 비율은 13.8%인

데, 이는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흑인 비율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백인이 거

주하는 지역의 흑인 비율보다는 높다.15 반면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은 모두 

유사한 규모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대도시에서도 주변에 흑인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짐작된다.16 흑백 복합인종 사람들은 주거지를 

자주 옮겨 다닌다. 흑백 복합인종 중 60.2%는 5년 전에 살던 집을 떠나 새

로운 곳으로 이동한 반면, 흑인 중 이 비율은 48.7%에 불과하다. 한편 흑백 

복합인종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산업에서 일하는 흑인의 비율은 흑인이 종사

하는 직업이나 산업에 서 일하는 흑인의 비율보다 1~2%포인트 정도 낮다.  

15. 미국 전체 인구 중 흑인의 비율이 12.3%에 불과하며 흑인은 주로 도심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백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흑인 비율은 12%에 훨씬 미달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16. 이는 백인 중류층이 대도시 외곽의 교외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것과 대조된다. 즉 흑
백 복합인종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백인 중류층에 근접해 있지만 거주 유형은 백
인 중류층과 차이를 보인다. 흑백 복합인종과 백인의 비교는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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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복합인종 사람의 배우자 중 흑인 이외의 인종에 속하는 비율은 두드

러지게 높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5%)의 배우자는 흑인 이외의 인종이다. 

반면 흑인 중 배우자가 흑인 이외의 인종인 사례는 흑인 전체의 6.2%에 불

과하다. 전통적 인종 규범은 이 인종 간 혼인을 금하므로, 인종 규범을 거부

하는 흑백 복합인종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인종의 배우자를 구하는 사례가 많

은 것은 당연하다. 거꾸로 흑인이 이 인종 배우자의 영향으로 새로이 복합인

종 정체성으로 바꾼 사례도 드물지만 이 비율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흑

백 복합인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설명변수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는 로짓회귀 모델들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모든 설명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해 

보자. 첫 번째 모델은 배우자의 인종을 제외한 모든 설명 변수를 사용하였으

며,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배우자의 인종 변수를 추가하였다. 첫 번

째 모델은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반면, 두 번째 모델은 부부가족에 

속한 사례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두 모델은 설명력을 나

타내는 Cox R
2의 값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모델의 콕스 값이 0.010인

데 반하여 두 번째 모델은 두 배가 넘는 0.023이다. 이는 배우자가 흑인 이

외의 인종일 경우 흑인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짐을 

의미한다.17 

모델 1과 2 모두에서 설명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과 부호는 가설에서 예상

한 대로 나타났다. 가족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

성향이 클수록 흑백 복합인종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수준의 회귀계수의 

Wald 값(294.9)이 높은 것은 교육이 복합인종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

17. 물론 이는 ‘자기선택 효과’(self-selection effect)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인과적인 추론
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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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Wald B Wald B Wald B Wald B Wald

가족소득
교육수준
연령
이동성

.00*

.45*
-.03*
.21*

12.5
294.9
368.8
64.9

.00*

.30*
-.02*
.01*

16.1
60.0
84.3
.74

.00*

.66*
-.03*
.34*

122.2
695.1
362.4
171.4

.00*

.42*
-.01*
.23*

6.2
35.7
10.8
10.4

지역
거주지의 흑인비율
거주지의 인구규모
종사직업의 흑인비
종사산업의 흑인비

1.42*
-4.07*
.00*

-3.66*
-2.94*

2582.9
1099.6

5.6
188.6
95.7

.99*
-2.34*
.00*

-2.87*
-1.87*

564.0
182.7
6.8
53.1
18.0

1.40*
-4.18*

.00
-5.04*
-2.29*

2651.5
1182.3

4.0
381.0
59.7

1.84*
-2.29*

.00
-3.06*
-1.72

46.0
37.4
2.2
17.5
4.6

배우자의 인종 2.49* 4148.5 2.87* 1734.8

상호작용 항목

 소득*지역
 교육*지역
 연령*지역
 이동성*지역
 거주지흑인*지역
 거주지규모*지역
 직업흑인*지역
 산업흑인*지역
 배우자인종*지역

.00
-.19
-.01
-.35*
-.26
.00*
.34
-.31
-.56*

.4
5.1
3.8
16.9
.4

14.4
.2
.1

46.6

 Cox R2 .010 .023 .003 .008 .024

*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2> 흑백 복합인종 여부에 대한 로짓 회귀분석 결과

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교육은 직업과 소득을 통하여 인종 정체성 결정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획득하는 높은 자아의식 등으

로 인종정체성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남부이외 지역 거주, 거주지의 흑인 비율, 종

사 직업의 흑인 비율, 종사 산업의 흑인 비율은 모두 흑백 복합 정체성에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가설 3과 같이 남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흑

백 복합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변수의 Wald 값(2582.9)이 

유난히 높다는 것은 남부지역에 거주하는가 여부가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가설 4 및 5와 같이 거주지와 일자리 

주변에 흑인이 많을수록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다. 거주지의 

흑인 비율의 회귀계수의 높은 Wald 값(1099.6)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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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에 거주지 분리 현상이 매우 심한 현실을 반영한다. 즉 흑인이 집해 

있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한편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델 2에서 배우자의 인종이 상이할 경우 흑백 

복합인종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모델 3과 4에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 환경적인 특성 중 어느 편이 복

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모델 3에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된 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모델 4에서는 사회 환경적 

특성 변수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 환경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Cox R
2
= 

0.003 대 0.008). 전체 변수를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의 3분의 2 이상은 사

회 환경적 특성 변수의 몫인 반면, 개인적 특성 변수는 설명력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남부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지, 거주지와 일자리 주변에 흑인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이동성보다 흑백 복합

인종의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인종 차별이 심한 남부보다는 북부

나 서부를 선호하며, 이들은 주변에 흑인이 덜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선호

하고, 백인이 다수인 직업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즉 개인적 

특성이 사회 환경적 특성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 환경적 특성 

변수의 영향이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배제한 순수한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경우 생활 반경 주위에 흑인 비율에 따

라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

이다.  

3. 남부와 여타 지역의 비교

미국의 남부에는 흑인이 다수 거주하며 공고한 흑인 공동체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음에 비해 백인의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상당히 강하다. 이러한 



126   이현송

남부 지역 기타 지역

흑인(a)
흑백 

복합(b)
격차

(b-a)
흑인(c)

흑백 
복합(d)

격차
(d-c)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소득
대학재학 이상 교육
관리자 및 전문직

$42,614
35%
20%

$49,103
56%
31%

$6,489
21%
11%

$49,795
42%
23%

$55,141
58%
32%

$5,346
16%
9%

  연령 40.5세 38.2세 -2.3세 10.4세 37.8세 -2.6세

 사회 환경적 요인

거주지 인근의 흑인 비율
이동성
거주지의 인구 규모
종사 직업의 흑인 비율
종사 산업의 흑인 비율

17.7%
48%

100,943
13.2%
12.6%

14.5%
62%

99,697
11.4%
11.6%

-3.2%
14%

-1,246
-1.8%
-1.0%

24.8%
50%

49,682
13.3%
12.8%

13.6%
60%

73,280
11.4%
11.6%

-11.2%
10%

23,598
1.9%
-1.2%

 부부의 인종 구성

흑인과 기타 인종의 결합 3.8% 46.7% 42.9% 10.0% 60.5% 50.5%

<표 3> 남부와 기타 지역의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의 비교

남부 지역에서 전통적 인종 질서를 거부하고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기란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힘들다. 남부의 공고한 흑인 공동체 문화와 주변 

백인의 인종차별 문화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결합을 어렵

게 만들며 흑인과 백인이 가족을 이룬 경우에도 그 자식들이 주변의 흑인과

는 구별되는 흑백 복합인종이라는 독립된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

다. 따라서 남부에서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변 흑인과

는 현저하게 구별되는 개인적 특성을 보이고, 흑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영

향을 덜 받는 환경 즉 거주지와 일자리 주변에 흑인이 적은 곳에서 살고 있

을 것이다. 반면 남부 이외의 지방에서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

람은 주변 흑인과 차별화되어야 할 사회적 압력을 덜 느낄 것이다. <표 3>에

서는 남부와 여타 지역 사이에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간 차이를 비교한다. 

예상대로 남부에 살면서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흑

인과 큰 차이를 벌리고 있다. 남부에서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간의 격차는 남

부 이외 지역보다 훨씬 더 크다. 남부는 가족 소득이 기타 지역보다 전반적

으로 낮음에도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간의 격차는 절대 금액에서도 남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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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다($6,489 대 $5,346). 교육수준은 소득보다 남부와 기타 지역 간의 

차이를 더 크게 보이는 영역이다. 남부지역에서 두 집단 간의 격차는 21.5%

포인트인 반면 여타지역에서는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부의 흑인

이 여타지역의 흑인보다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

한 차이는 엄청난 규모이다. 관리자 및 전문직의 비율에서도 남부의 흑백 복

합인종은 다른 지역보다 더 주변 흑인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인다(11% 대 

9%). 

한편 남부의 흑백 복합인종이 여타 지역 사람보다 주변 흑인과 연령 면에

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인종 차별의 개선이 여타 지역보다 

서서히 이루어진 남부에서 기존 인종 규범에 어긋나는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근래에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분석 결과 지역 간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부나 여타 지역

이나 흑백 복합인종이 흑인보다 더 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부라고 해서 여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젊지는 않다.  

사회 환경적 요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부와 여타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부나 여타 지역이나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거주지 인

근에 흑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부의 흑백 복합인종이 북

부보다 주변에 흑인이 더 적은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남부 이외

에 지역에 사는 흑백 복합인종이 남부 사람보다 주변 흑인이 더 적은 지역에

서 살고 있다(-11.2% 대 -3.2%). 이는 아마도 남부에는 평균적으로 흑인이 

더 많이 살며 남부 이외의 지역보다 도심에 덜 몰려 살기 때문일 것이다. 남

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부보다 낮으

나 도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흑백 복합인종과 흑인

간의 격차가 남부보다 더 많이 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동일 직업이나 산업에

서 일하는 흑인의 비율 또한 거주지 흑인 비율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지

역에 관계없이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흑인이 덜 종사하는 직업과 산업에

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간 차이는 별반 없다. 

한편 남부의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현저히 자주 이동한다. 남부나 여

타 지역의 흑백 복합인종은 모두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60%가 새로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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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속성을 보이나, 남부 흑인은 북부 흑인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이동성을 보인다. 결과 남부 흑백 복합인종은 흑인보다 14%

포인트 더 이동 비율을 보이는 반면 남부 이외 지역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

는 10%에 머무른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인종 구성을 비교해보면, 남부는 흑인이건 흑백 복합인

종이건 여타 지역보다 부부 간에 인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예

컨대 남부 흑인의 3.2%만이 부부 간 인종이 불일치하는 반면 기타 지역 흑

인의 10.0%가 부부 간에 인종이 불일치한다. 흑백 복합인종의 경우에도 남

부에서는 46.7%가 불일치하는데, 기타 지역에서 이 비율은 60.5%에 달한다. 

흑인과 흑백 복합인종 간에 부부 간 인종 불일치의 비율의 차이를 비교할 때 

남부 이외 지역이 남부보다 더 크다(50.5% 대 42.9%). 이는 아마도 남부의 

인종 질서가 더 엄격하므로 이 인종 간의 혼인을 금하는 규범이 더 강하게 

속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 절에서 사용한 로짓 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흑백 복합

인종 정체성 형성에 지역 간 차이가 어떻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해 보았다. 앞의 <표 2>의 모델 5에서 보듯이 지역 변수와 설명 변수와의 상

호작용 항목을 설정하고 이 모든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사

회경제적 수준과 지역 변수의 상호작용 항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부나 여타 지역에서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흑백 

복합인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을 의미한다. 

사회 환경적 요인 중 거주지의 흑인 비율 및 직업과 산업의 흑인 비율의 

상호작용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이동성, 거주지 규모, 배우

자의 인종 구성의 상호작용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배우자의 

인종 구성의 상호작용 항목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Wald 값(46.6)이 높은 것

으로 보아 남부와 기타 지역 간에는 배우자의 인종 구성이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다. 이 상호작용 항목의 회귀

계수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여타지역보다 남부에서 배우자의 인종이 불일

치할 때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남부는 

다른 지역보다 부부 간에 인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만, 이 지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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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간 결합은 더 큰 사회적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부모의 영향

인종 정체성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부 양쪽이 모두 백인이거나 

혹은 흑인인 경우 대체로 전통적인 인종 규범을 따라 백인 혹은 흑인 인종 

정체성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흑인과 흑인 이외의 인종이 결합한 가족의 경

우 전통적인 인종 규범에 따른다면 그들의 자녀는 흑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

나 근래로 오면서 이러한 다인종 가족의 인종 정체성은 전통적인 규범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표 4>에서는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이 흑인인 가족을 선별하여 부모의 인종

과 자녀의 인종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았다. 카이스퀘어의 값(χ2
= 204,675.9, 

df=8)이 매우 큰 것으로부터 이 두 변수가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한다.18 부부 모두가 흑인인 가족은 전체의 84.3%를 차지하며 흑인과 흑

인 이외의 인종이 결합한 가족은 나머지 15.7%이다. 즉 부부가족(coupled 

family)에서 살고 있는 흑인 전체로 볼 때 7명 중 1명은 흑인과 흑인 이외의 

인종이 결합한 가족에서 살고 있다. 예상했듯이 부부가 모두 흑인인 경우 자

녀의 대다수(98.4%)는 흑인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어 이들 자녀의 1.6% 

(4,059)명은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인종이 복합되

어 있다고 인식한다.19   

놀라운 사실은 흑인과 흑인 이외의 인종이 결합한 가족의 경우 자녀 중 

18. 여기서 부모의 인종은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종 정체성을 반영한 것인 
반면, 자녀의 인종은 센서스 설문지에 응답한 성인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종 정체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센서스에 나타난 자녀의 인종
은 대체로 당사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성인 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19. 흑인 부모 가정의 자녀 중 흑인이 아닌 경우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예컨대 이들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이거나 혹은 입양한 자녀일 수 있다. 혹은 부모 중 한편 혹
은 양쪽의 가까운 조상 중 흑인 이외의 피가 섞여서 격세 유전으로 피부색이 밝은 자
녀를 낳으면서 조부모의 인종 정체성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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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인종 구성

부부 모두 흑인 흑인과 다른 인종의 결합 전체

자녀의 인종

   흑인
   백인
   기타 인종
   복합인종 

    98.4%
      .3%
      .2%
     1.1%

     20.0%
     11.8%
      6.2%
     62.0%

     86.1%
      2.1%
        .2%
      11.6%

     합계 100.0% 100.0% 100.0%

    사례 수
253,697명
(84.3%)

47,114명
(15.7%)

300,811명
(100.0%)

주: χ2
=204,675.9, df=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4> 흑인 가족 자녀의 인종 구성

흑인은 20.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반면 이들 자녀의 반수 이상(62.0%)은 

두 개 이상의 인종이 복합된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복합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높

은 복합인종의 비율은 주목할 만하다. 흑인이 흑인 이외의 인종과 혼인을 하

는 것 자체가 전통 질서의 금기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러한 자신의 성향을 

자녀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물론 이들의 자녀가 성장하

여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합인종 정체성을 얼

마나 지속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복합인종 

정체성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이 인종 간의 혼인이 늘어나는 경

향과 함께 볼 때, 앞으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복합인종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흑인과 흑인이외의 인종과 결합한 경우 그들의 자녀가 백인이나 흑

인이 아닌 기타 인종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다(6.2%). 이는 부모 중 

흑인이 아닌 쪽의 인종 정체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

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사람이 백인, 아시아인, 인디언인 경우 설사 나

머지 배우자가 흑인이라고 해도 그들의 자녀를 백인, 아시아인, 인디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들의 자녀를 백인이라고 지적한 경우도 의외로 많은 데

(11.8%), 이는 아마도 자녀의 피부색이나 외면적인 신체 특징이 백인에 보다 

흡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성장해서도 백인으로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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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ng) 일생을 살 것이나, 다수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

의 인종 정체성을 흑인, 복합인종 등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흑인과 비교함으로서 

기존의 인종 규범에 반하는 이러한 인종 정체성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

는지 밝혀보았다.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은 전통적인 인종 규범에 반하는 것

으로서 인종질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속성과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설정한 아

홉 개의 가설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다. 로짓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개인적

인 속성보다는 사회 환경적인 특성이 흑백 복합인종의 형성에 더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가설은 대체로 ‘참’으로 밝혀졌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성이 높을수록, 거주지와 

직장 주변에 흑인 비율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흑인이 아닐수록 흑백 복합인

종의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교육 수준, 거

주지 주변의 흑인 비율, 배우자의 인종은 흑백 복합인종의 정체성 형성에 특

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남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흑백 복합인종이 주변 흑인과 더 큰 차이를 보

였다. 전반적으로 남부는 다른 지역보다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는 

하지만 흑백 복합인종은 주변 흑인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격차를 벌이고 있

었다. 특히 흑인 이외의 인종을 배우자로 둔 경우 흑백 복합인종일 가능성이 

남부가 여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인 인종 규범이 남부에

서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남부가 다른 지역보

다 흑백 복합인종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더 힘들다.  

부모는 자식의 흑백 복합인종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흑

인과 흑인 이외의 인종의 결합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의 절반 이상(6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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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다. 이들로부터 출생한 

자녀 중 막상 흑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는 다섯 중 한 명 꼴(20.0%)에 불

과하다. 즉 전통적인 인종 질서 중 이 인종 간 혼인을 금하는 규범이 깨졌을 

때, 그 자녀의 인종 역시 전통 질서의 단일 인종 체계를  부정하는 복합인종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인종 간의 혼인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

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복합인종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피부색이 인종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을 것임에도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

의 큰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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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Racial Identity for the American 

Black-White Multiracials

Lee, Hy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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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racial identity, 

particularly focusing on Black-White Multiracial. By employing 2000 IPUMS 

dataset, I apply a logit-regression analysis of Black-White Multiracial on the 

explanatory variables of individual traits and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urn out to be more important on the formation 

of multiracial identity than individual traits. When they hav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are younger and more mobile, live in the community of smaller ratio of 

Blacks, work in the workplace of smaller ratio of Blacks, and when their spouses are 

of different race,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the racial identity of Black-White 

Multiracial. Particularly, educational attainment serves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forming the racial identity of Black-white multiracial. 

The South displays much larger disparity between Blacks and Black-White 

Multiracials than do the other regions. Particularly when a Black has a spouse of a 

different race, the chance of being Black-White Multiracial is much larger in the 

South than in other regions. 

Parents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racial identity formation of their children. It 

is surprising that more than half (62.0%) of the children from the couples of Black 

and other race have the racial identity of Multiracial. In contrast, Just one in five 

(20.0%) children from those parents have the singular racial identity of Black. It 

implies that when the traditional racial order is once broken with respect to the ban 

of interracial marriage, another part of racial order that defines race by the singular 

concept of identification is more likely to be broken. 

Given the fact that inter-racial marriage has been steadily grow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ose having Multiracial identity will increase in the American society. 

Key Words: Multiracial, Mixed Race, African-American, Race, Racial Identity, 

American Society



미국의 흑백복합 인종 정체성의 결정요인   135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130-08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Tel_010 2313 9061   Email_hslee@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