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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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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상담 모형이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이들의 발
달을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여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
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이론을 검
토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적 상황의 배경을 인종 및 민족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여 다문
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이론을 시기 별로 고찰하고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모형이 평생교육차원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고찰한 결과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연구에서 다음의 기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발달 이론은 한국의 일반학생
들에게 적용시키는 이론과는 분리해서 독자적인 발달 이론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
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 이론은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규정, 사회적인 규정, 그리고 맥락적인 상
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체성 교육 및 상담은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속
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민족, 인종,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평생교육
1)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연구교수, E-mail: flower58@hanyang.ac.kr
2)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부 부교수, E-mail: jhkim@knsu.ac.kr
논문투고: 2010. 10. 11 / 심사일자: 2010. 10. 15 / 심사완료: 2010. 11. 15

60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3 No.4, 2010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담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가 증가하면서이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
은 199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되어 2003년 536,627에서 2009년에는 이미 1,106,880명
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남한 인구수의 거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노동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1)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등장하면서 다문화라는 주제가 한국사회에 새로운 담론의 장으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관련 담론이 현실적인 교육적 문제로 대두 된 것은 국제결혼
으로 생겨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부터이다. 외국인 노동자
의 문제는 국가정책적인 방향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인 과제인데 반하
여,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및
그 밖의 여러 경로의 국제결혼에서 생겨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시
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문제는 교육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과
제로 인식 되었다(차윤경 외, 2009). 한국사회가 자랑하는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라는
폐쇄성이 다문화 사회의 순조로운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자리 잡으며 다문화사
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적 문제는 바람직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논의로 확산되어 왔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한민족 혹은 순혈주의의 가치에 대해 어떤 형태이든 수
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제기 되었다. 1990년 중반부터 늘어
나기 시작한 북한 일탈주민의 수가 2008년도에는 14,265명2)에 이르게 되어 북한일
탈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현장에 들어오면서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혼란스럽게 되었
다. 역사의 과정에서 공유된 경험과 정서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 가치는 그 용
어의 사용이 무색하게 문화적인 공감대를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문제
는 북한일탈 주민들처럼 그간 왕래가 없었다가 1990년대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족 등에도 발견된다. 조선족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되어 있듯 민족적인 유대감
과 일체성은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과거의 동
질감을 제외하곤 공통점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혈연과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공통의 가치와 의미들을 정리해 보지도 못한 채, 이들 역시 다문화적 배경으
로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담론들이 지배적이다.
혼혈에 이국적인 모습을 지녔지만 현재의 한국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타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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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속에서 이방인인 것을 확인하고 상처받는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들, 한국인의 외
양에 순수한 한국인의 피를 지녔지만 실상은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이질감과 소외감
을 느끼는 북한일탈주민 및 조선족의 자녀들 등 결국 한국사회는 기존의 주류 문화
와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 세대들이 구성원이 되고 있고, 한국사회를
짊어지는 시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물론 지금은 그 수치가 많지 않지만 이들
수도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만큼 이질성은 커져 여러 복잡한 문화
적 다양성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집단들이 또 다시 세대를 넘어가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의 결혼과 자녀들로 이어지면 한국사회의 어린 세대들은 다른 언어, 다
른 정서, 다른 관습 등이 또 다시 혼합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쉽게 찾
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주류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재 기성세대들이
소속감을 가지는 문화적 가치의 틀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혼성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견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1세대들의 증가가 한국사회의 이슈인 지금의 시
점에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발달과정이 한국 일반 주류가정 자녀들과
다를 것인가, 이들만의 독특한 정체성 발달 과정이 있는가, 이들이 가지는 다문화적
배경이 개인적인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특징들을 보
일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개인으로는 자존감과 웰빙
(wellbeing)이라는 긍정적인 삶의 질로, 사회적으로는 다문화적 융합을 통한 창의력
과 건강한 시민의식이라는 긍정적인 집단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모
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 및 중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발달 연구를 포함하는 정체성 발달
연구가 아직 없으며, 그 접근도 일반학생들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을 보여준다(이재
분, 2008).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원인을 사회문화적으로
는 언어능력,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에 따른 어려움, 경제적 문제의 어려
움, 가정해체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들고 있으며, 개인 심리적인 변인으로 이중문화로
인한 자존감을 거론하고 있다(신효선, 2008). 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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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자아 정체성 혼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부족, 자
신감 상실 등(차별시정위원회, 2006)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근거가 되긴 하지만, 전 생애
발달 단계 속에서 이들의 발달 특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의 틀 속
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은 학교 상황
에 국한하여 일반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수준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석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1967년 인종 간 결혼이 합법화된 이래, 여러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 간의 결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재차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새로운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2000년 인구조
사통계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감을 한 집단 이상의 다문화적
배경인 것으로 표시하였다(Jones & Symens, 2001). 그리고 많아지는 국제결혼의
숫자와 새로운 이민자들로부터 나타나는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의 결과로써, 미국인
다섯 명 중 한명은 2050년경에는 다문화인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Farley,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 이론
을 고찰한다는 것은 다문화적 상황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국
사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 상담을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상담 모형을 개발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미 앞서 다문화사회로 정착한 미국의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이론들
을 고찰해 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을 전 생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조망하여 이들의 교육 및 상담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주요 배경: 인종 및 민족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론과 연구를 고찰하기에 앞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의
미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이며, 궁극적으로 ‘그다움의 특징 및 의식’을 일컫는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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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담론의 현안으로 등장하는 결혼이주민가정, 북한일탈주민가정 및 조선족 등
의 재귀환 주민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논의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이란 결혼이주민가정 자녀, 북한일탈주민가정
자녀, 및 조선족 등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다움의 특징 및
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다문화가정이 지니는 배경의 특징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이 세 집단 안에 존재하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류할 수 있는 다문화적 상황을 정
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다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구학적 특징을 볼 때 우선적으로
출신국의 차이로 범주화한다. 외국인의 출신국은 통상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등의 지리적 위치로 구분되는데 90%이상이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에 대하여 결혼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이들 지역의 세부적인 특징은 크게 인종적 및 민족적 차이로 대표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일탈주민과 조선족의 경우 인종적 및 민족적 구분으로 본다면 주류의 한국인과
한민족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범주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질적
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을 재해석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다문화적 상황의 정체성 중 거론되는 대부분은 이중인종(birace) 정체
성, 이중민족(biethnicity) 정체성, 다인종(multirace) 정체성, 다민족(multiethnicity)
정체성 및 소수민족(minority) 정체성으로서 인종 및 민족은 주요한 요인이다. 미국
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민족 및 인종적 배경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이
미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된 상황이기에 한국과
는 다르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이질성이 미국처럼 인
종과 민족의 문제에 얽혀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선족과 북한일탈주민의
경우 한민족의 범주에 들지만 이질적 문화의 배경 때문에 인종과 민족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의 조명이 요구되므로 다문화가정의 주요한 배경인 인종과 민족의 개념을
조명하고자 한다.
인종은 사전적으로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인류로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체성과 관련해서 거론될 때 인종의 구분은 혈통, 피
부색깔, 얼굴형태, 조상 그리고 유전자를 통해서 범주화된다. 이러한 방식의 전제
속에서는 생물학적 시각이 깔려 있다. 19세기 후반에 인종적 집단의 차이들이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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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피 속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문화적 차이로써 특징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Spickard, 1992). 생물학적 차이들이 인종 구분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하
여, 외과 의사들이 백인과 흑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질병을 관찰함으로써 양 집단
간의 차이는 인간 본래의 육체적 차이들로 보았다(Gould, 1994).
최근 생물학과 인종 사이의 관계를 정밀 조사한 결과, 인종이 더 이상 생물학적
인 차이에 의한 구분이 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로 이러한 가설은 많은 부분 설득력
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의학, 공공건강과 유전학 연구들이 여전히 인종
의 범주화 관련된 사회 환경과 문화 경험들을 인종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인종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hih and
Sanchez, 2007).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종이라는 범주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
니라는 가정이 지배적이며, 이러한 주장은 인종 집단 내의 변량이 인종 집단 간의
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종을 생물학적 변량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하
여 설득력을 가진다(Goodman, 2000). 또한 여러 집단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인 특이성은 문화와 정치적인 풍토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고 본다. 미국으로 이민 온
소수민족 집단들이 처음에는 흑인들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지만 점차 백인
종 속에 흡수되고 그 이후 인종적인 차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도 생물학적 차이
가 아닌 사회적 배경 요인에 의한 차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Brodkin, 1999).
Wright(2004)에 따르면 다양한 소수집단들은 그 특징을 인종이라는 범주 안으로
소속시킴으로써 다른 소수집단들과 연대하여 정치적 파워를 확장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민족적 선조를 가진 미국의 흑인들이 민족적 배경을 무시하고 아프리카
계 흑인이라는 인종적 범주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숫자적 감소는 정치적으로 발휘
할 힘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계층적인 위계질서와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Shih, M., & Sanchez, D. T., 2009).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적 공통
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의 국민과 반
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한다(Daum, 인터넷 사전). 그러나 이
러한 정의는 이제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민족 혹은 소수민
족이라는 용어를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에 기반 한 집단으로 국한시킨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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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적 경계인 국가로 묶은 근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와 연
관시켜 민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Trimble,
Helms, & Root, 2003). 실제 민족과 유사한 용어인 소수민족 역시 숫자적으로 적다
는 의미도 있지만 권력 구조의 변방에 대한 집단들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
어서, 민족이라는 개념 역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층적 위계질서와 권력관계가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 한 개인의 살았던 경험 안에서 인종과 민족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이므로 작동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
진다(Trimble, Helms, & Root, 2003). 따라서 굳이 구분한다면 인종 정체성은 역사
적으로 인종주의와 편견에 대응해서 이해되는(Helm, 2007) 반면, 민족 정체성은 유
산, 가치, 전통 그리고 언어들과 연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한다고 본다(Phinney & Ong, 2007).
한편 Shield 외(2009) 역시 기존의 인종과 민족의 개념이 현 상황에 맞지 않아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인종의 생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
고 그 개념이 함의하는 우생학적 우열과 차별을 배재할 필요가 있고, 민족 혹은 소
수민족이라는 용어가 문화적, 역사적 전통에 기반 한 집단에 국한시켜 국가와의 관
계 속에서 위계적 질서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개념
의 사용을 제의하였다. 인종과 민족 내에서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지분을 가
지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포괄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지금의 한
국 상황에 유용한 것은 국제결혼자들 중 동일한 범주의 아사아계라 할지라도 출신
국가에 따라 한국사회가 보이는 호감도 차이, 그리고 순혈주의 및 한민족이라는 범
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다가도 북한일탈주민과 조선족에게 대해 한국사회가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의 위계적 위치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자 가정에서 보이는 인종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일
탈자가정 및 조선족 가정 등은 민족적 현 상황에서 정치적 위계 관계 때문에 동질
성 보다 이질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인종과 민족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이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위계적 위치에 있는, 이질적인 언어, 이질적인 문화적
유산, 이질적인 외양, 및 이질적인 역사 등 중 다수 이질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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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그들다움의 특징 및 의식’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결혼이주가정들이 가진 인종적 민족적 차이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족가정 및
북한일탈자가정이 가지는 배경인 순혈주의와 한민족이라는 범주를 재해석하게 하여
국가와의 관계로 인한 이질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이 세 집단이
겪는 정체성 발달에 대한 고찰을 위해 미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던 정체성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의 고찰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정체성 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관련 이론들은 몇 번의 변
화를 걸쳐 발전되어 왔다. 인종과 민족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개념화 된 것이며, 이
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은 특정의 사회적 사건 혹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
을 계기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Thornton and Wason, 1995; Rockquemore, K. A.,
Brunsma, D. L. & Delgado, D. J., 2009). 이를 이론적 특징과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시대적 맥락에서 조명하여 문제적 접근, 인권적 접근, 통합적 접근 및 생태적 접근
으로 정리하였다.

문제적 접근: 1877년대 - 1950년대
이중 인종 및 이중 민족 정체성은 순혈주의에 기초하였으며, 기본 시각은 인종적
으로 분리된 세계 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비극적인 삶의 사회적 문제 상황에
처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순혈주의가 사회적 규범이자 법
이었던 후기 Jim Crow 시대3)에 사회과학자들이 인종적으로 분리된 사회에서 혼혈
인들의 정체성과 인성 발달에 대한 인식이다. 혼혈이라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
식은 결점, 딜레마, 부정적인 경험들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주류와 비주류
집단 양자로부터 거절, 소외와 낙인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시각이었다(Robert
Park,1928).
대표적인 학자 Robert Park(1928)는 이들에 대해 주변인(Marginal man)이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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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사용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양쪽의 선조들을 가졌음에도 그 사회 인종주
의의 편견에 의해 사회적인 위치가 주변인으로 인식되었다. Stonequist(1973)은 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갈등은 개인의 문제로써 양쪽 선조 사이에서 이중 문화
를 내면화 하는 과정의 혼란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주변인은 삶의 과정에서 입문,
위기, 위치 및 조정이라는 네 가지 예측 가능한 순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혼혈인은 위계적 질서에서 낮은 위치의 집단 가운데 리더가 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양 집단으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Stonequist, 1973).

<표 1> Stonequist(1937)의 모형
구분 특징
내용
1단계 입문 양쪽 문화에 동화됨
2단계 위기 융화되기 힘든 본질적인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됨 : 혼란, 쇼크, 환멸, 소외의 감정
3단계 위치 위기단계를 거치면서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고 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
4단계 조정 조정은 대부분 지배집단을 향해서 이루어짐

인권적 접근: 1960년대 - 1970년대
Civil Right Movemet4)과 Black Power Movement5)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는 흑
인으로서 순혈주의 규칙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흑인과 백
인의 혼혈인들을 흑인 정체성으로 일원화시켜 흑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개발
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흑인인구는 인종적으로 수세대를 걸쳐 혼혈된 사람들이라
고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에 의한 혼혈인과 이미 수 세대 간 걸쳐 이루어진
혼혈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검음에 대한 인종주의 관점을 내면화해서 흑인
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rikson은 사춘기 발달의 중심 과업은 안정된 정체성 혹은 “인간적인 동질감과 역
사적인 영속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흑인으로 일원화 한 정체성 속에서 안정감
을 가지게 유도한 이론적 시각이다(Rockquemor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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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Cross의 흑인 모형(Cross, 1971)은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그
의 모형은 흑인과 백인 사이의 혼혈들이 깜둥이에서 흑인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Cross의 단계 모형은 한 개인이 인종 혹은 인종 차별주의의 존
재를 알게 된 이전 단계부터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계별 시각 변화는 혼혈인들
의 자존감 형성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 중 사회적으로 낮은
위계적 질서의 인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표 2> William Cross의 흑인 모형(1971)
구분 특징
내용
1단계 몰입 개인이 특정 시점 인종화 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며 검음에 집착함.
2단계 내면화 인종 정체성에 닻이 내려지고 방어기제가 형성되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토대가 놓임 .
3단계 기여 흑인 정체성에 계속 기여하게 됨.

통합적 접근: 1980년대 - 1990년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이론은 다른 단일문화
집단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게 된다. 이 이론은 심리적, 임상적, 발달론 적
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 인종 혹은 다인종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법과
다수의 인종 선조들이 지닌 문화와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어떻게 통합성을 유지하
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 접근법과 인권적 접근법의 연구와는 구별되게 간학
문적인 접근하여 새로운 분석도구를 시도하게 된다.
대표적인 학자인 Maria Root(1992)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지는 독특한 경험
은 정체성 발달과정에서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Gibbs와
Hines(1992)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춘기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보았
다. 그는 발달 자체만 초점을 둠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가 가지는 사회적 위치 자
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았다(Gibbs & Hine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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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ibbs & Hines의 모형
구분
내용
쪽 문화와의 소속감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전략1 양
효능감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한 문화와의 동일시를 안정되고 일관적인 개인 정체감과 통합할 수 있는
전략2 초기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에 반하여 Carlos Poston의 이중인종 정체성 개발모형(1990)은 두 개의 인종
정체성을 분리하던 이전의 인종정체성 개발 모형들과는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통합된 인종 정체성을 선택한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Poston은 다
음의 5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Carlos Poston(1990)의 모형
구분
특징
내용
1단계 사적 정체성 어린 시절 가족과 동료와의 상호작용으로 발달된다.
2단계
선택 정체성을 선택하도록 강요되면서 위기의식을 가진다.
3단계
부정 정체성의 한 면을 부정하게 되면서 혼란과 자책을 가진다.
4단계
평가 다수 정체성들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며 준거집단의 정향을 확장한다.
5단계
통합 통합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을 통하여 전체성을 경험한다.
이중 정체성 발달 이론들이 가지는 제한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이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합이라
는 바람직한 모형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점에서는 현실성이 없다(Roo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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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onterotto의 이중정체성 발달모형(1996)
구분
시기
내용
김새, 피부색 등 외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유사점과 차이들을
학령전 생
1단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들의 의지와 민감성에 의하여 영향
(-5살) 을 받게 된다.
사회와의 접촉이 커지면서 자신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지 질
2단계
학령
문을 받을 수 있다.
개인들은 피부색깔, 신체적 특징, 인종 그리고 종교에 의하여 특
되는 사회집단을 통하여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
3단계 사춘기이전 징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이 가지는 인종에 대한 민
감성에 그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
모의 인종집단에서 한 사회적 집단을 선택하려는 압력이 높아
4단계 사춘기단계 부
질 수 있다.
5단계 대학/청년기 인종적인 주석들에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한 인종집단에 몰입
6단계

성년기

된다.
여러 인종적 배경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증가시키며 인종과 문화
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생태적 접근: 1990 - 현재
인종정체성에 관한 가장 최근의 시각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사회적 적
맥락에 근거하여 여러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며, 정체성의 예측 가
능한 발달 단계란 없다는 것이다. 정체성 발달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며 최적의 혹
은 최상의 대안적인 종착점은 없다는 가정이다. 이 틀에서 구성된 이론적 모형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정 인종 및 민족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으로 범주화
함으로써 기존의 인종 범주를 해체시킬 수 있다. 이 새로운 양식의 이론화를 생태
적 접근이라 하는데 이들 이론들은 하나의 특정 인종 정체성 결과에 대한 것보다
맥락으로 둘러싸인 정체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Rockquermore,
1999; Rockquermore & Lazloff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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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aria Root의 모형(1996)
구분
특징
내용
자녀들이 스스로 한 집단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부과되는 다문화가정
단계1 사회에서
지
원
은
가족과
인종집단에 대한 강한 연대감, 그 집단에서 긍
정체성 수용 정적인 수용 등에
의한 것이다.
종집단들과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 지원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단계2 양쪽 인동일시
양쪽 유산의 집단들과 동일시될 수 있다.
종집단과 사회적 압력과 무관하게 특정 방식에 그들 자신 혹은 그녀
단계3 한 인동일시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집단을 선택한다.
새로운
인
종집
단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적 집단들과 유대를 확장하여
단계4
동일시
구체적 유산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시하는 집단을 선택한다.

Root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 내에서 문화적 경계를 교차하는 다양
한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Root(2003)는 그 사회가 보여주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성적 지향, 성별, 계급, 가족 기능, 그리고 개인 특성과 태도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하여금 혼성 정체성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라
보았다. 그는 이중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4단계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표 7> Maria Root(2003)의 혼성정체성 전략
구분
내용
양 발을 양 집단에 담그고 동시에 다수시각을 유지, 혼합 그리고 존중
전략1 이것들은
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상황에 대해 규정하는 사회적 맥락 가운데 그리고 규정 사이를 교차하
전략2 다문화적
여 앞면과 뒷면을 바꾼다.
전략3 경계에 앉아 혼성을 경험하고 중간을 준거점으로 하는 경계 정체성을 가진다.
전략4 한 “캠프 ”안에 집을 만들되 필요하면 다른 캠프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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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체성 발달이론 단계를 통해 본 한국의 상황
미국의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이론의 고찰은 다음의 경향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볼 때 다음과 같다.
우선 이중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전제와 관심이 변화되어 왔다(Dalmage, 2000).
미국사회가 그들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일탈된 사람,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 두
문화를 통합한 사람, 다양한 자원을 융합하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인 시각이
변화되어 왔다.
문제적 접근으로 구분한 Jim Crow시대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에 대한 관심은 소외,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일탈 등 소위 부정적인 정서 및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
터 2000년대 초기 주로 아시아계 부모를 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나 북한일탈 주민
자녀들에 대하여 매스컴, 학자, 일반인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관심에서 이러한 접
근을 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
후 한국사회 저소득계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민자녀, 북한일탈주민 자녀 및 귀환주민의 자녀들의 포함하는 대다수의 다
문화가정의 경우 언어와 경제의 문제가 상호 교차 된 열악한 상황에서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 속에서 상당부분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Civil Right Movement 이후 William Cross의 인권적 모형의 특징은 그들의 인
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접근에서는 양부모의 문화 중 한쪽의 정체성
으로 일원화시켜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지는 것을 바람직한 모형으로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200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졌던 시도들 중 베트남
또는 캄보디아인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문화를 체험케 하여 자존감을 가지게 했던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입장에 속할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의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
났던 것처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류 가정 자녀처럼 자리 잡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해서 동일시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취급으로 손상되었던 자존감과 자신
감을 세울 수 있도록 접근한다는 점에서 바로 인권적 모형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 73
다만 북한일탈 주민 자녀들의 경우 북한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일탈
주민 자녀의 결혼이주민 자녀들보다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
1990년대 이르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은 고유한 것으로 독립적으로 개념
화하고 있다. 통합적 접근인 Carlos Poston의 이중 정체성 모형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은 주류와는 달리 독자적인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과는 달리 통합적 접근에서 독자적인 다문화적 상
황의 집단은 이중적인 문화로부터 더 넓은 조망을 가진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들에게 가지는 전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양쪽 부모 나라의
문화적 자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쪽 나라를 연결해줄 수 있는 외교관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시각이 바로 이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한계는
양부모의 문화적 위치가 그 사회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 설정될 수 있는 접근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결혼이주민, 조선족 및 북한
일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양부모의 문화를 모두 흡수해서 그 모든
자원을 소유하려면 이 양부모의 나라가 동일한 강도로 이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녀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쪽 부
모의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하여 과연 긍지와 애정을 가질 것인가라는 점은 현실적으
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정체성 발달이론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
인들과 달리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난 성숙한 시민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는 개인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 발달에서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태적인 접근에서는 이들이 가진 이중적 배경이 다양한 전략의 풍부한 자원으
로 간주된다. 또한 이들은 단일문화 내의 사람들과 달리 바람직하고 예측 가능한
발달 단계란 없으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융합 정체성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
고 한다(Rockquemore, 1999; Rockquermore & Brunsma, 2002). 인종 및 민족이 한
개인의 정체성에 미쳤던 영향력이 감소되어 인간(human)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가
진 제 3의 정체성이 등장한 것이다.
이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때 외국유학파들의 등장과 그들의 독특한 정체
성을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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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함으로써 그 나라나 한국 등 특정 어느 나라에도 온전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신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 유형들이다. 이들 집단의 특징은 그들이
지닌 사회적 지위가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녀들에게 한국사회에 보여주는 문제적 접근 및 인권적 접근과는
대비되게 유학파 자녀들의 정체성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생태학적 접근
이다.

<표 8> 이중 정체성 발달 이론의 시기별 변화
문제적 접근
인권적 접근
통합적 접근
생태적 접근
•1980년대시기 •1877년대•
1960년대•1990년대말-현재
1950년대
1900년대
•혼혈들은 비극 •한쪽의 정체성으 •단일인종집단과 •다양한 맥락의 구체적
적인 삶의 사회 로 일원화시켜 긍 는 구분된 혼혈 논리들에 근거한 다인
전제 적인 문제 상황 정적인 정체감을 집단 정체성을 종정체성 구성
에 처한다는 생 가지게 함
독립적으로 개 •인종 범주에 무관하게
각을 전제
념화함
‘인간’으로 범주화함.
•결점, 거절, 소 •안정된 정체성 혹 •통합된 인종정 •특정 인종 정체성이
외, 낙인 및 딜 은 “인간적인 동 체성을 선택한 아니라 맥락으로 둘러
레마 등 부정 질감과 역사적인 다는 시각
싸인 정체성에 더 많
적인
경험들
영속성
‘
은 관심
관심
•’깜둥이‘’튀기‘에서
’혼혈인‘이라는 긍
정적 정체성으로
변화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귀속시키는 위치가
변화되어 왔다. 아래 그림에 제시한 첫 번째 <주변인>이라는 그림에서 나타나듯
위의 동그라미는 양쪽 부모의 문화라고 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디에도 소속
되지 못하고 외각에 머무르는 동그라미 형태이다. Jim Crow시대 문제적 접근 단계
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양쪽의 선조 중 위계적 질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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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동일시하지만 그 집단에서 소외되어 결국 주변인으로 머문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성장한 혼혈인을 생각해보면 주변인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쪽 문화에 귀속되는 양상인 두 번째 그림은 양쪽 부모의 정체성 중 상대적으
로 하위에 있는 문화에 자신을 귀속시킴으로써 안정감을 찾게 되는 형태를 보여준
다. 인권적 접근인 William Cross 모형으로서 다문화적 배경에서 한 쪽 집단에 소
속감을 가진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 집단의 정체성에 기여함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피부색이 다른 다
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상담하는 접근 방식 중 그들이 한국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
정하는 가운데 자존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실상은 자신의 위치를 한국사회의 주류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그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양 문화를 통합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지
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통합적 접근에서는 양 쪽 집단 중 한 쪽
집단과 동일시하면서 다른 쪽 집단을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준거 집단을 양
집단으로 통합한다는 쪽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처럼 양쪽 자
원을 통합하려면 양쪽 문화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전제하게 되며 이렇듯 통
합되는 발달단계도 시기적으로나 사람에 따라 달라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번째 그림은 상황에 따라 타문화를 취하는 융합 정체성으로 변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문제적 접근, 인권적 접근 및 통합적 접근에서 공통점이 있
다면 준거집단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점이다. 그러나 생태적 접근에서는 준거
집단이 해체되는데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와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따라 여러 정체
성들 사이에서 변화를 꾀한다(Harris & Sim, 2002; Rockquermore, 1999; Stephan,
1992)는 것으로 그려진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쪽 부모의 문화에 배타적이지도
않으며 다른 다문화적 상황의 집단들이 가지는 문화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
서 타문화와의 융합된 생태적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Brunsma, 2005; Herman,
2004). 생태적 정체성을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을 ‘인간’이라는 전 지구적
인 하나의 범주에 자신을 귀속함으로써 사회적인 영향력을 배제 시키고, 대신 타문
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Rockquermor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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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해외 유학자녀들에서 나타난 제 3의 정체성의 유형으
로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석된 위치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다른 정체성 전략을 가진다.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귀속되어 온 위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접근의
차이는 출신국가의 차이나 그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와 연관이 있다.

<주변인>

<한쪽 문화에 귀속> <양쪽 문화의 통합> <다양한 문화융합>
[그림 1] 정체성 종착 지점의 시기적 변화

세 번째, 이중 인종 및 민족의 정체성 발달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번의 전환점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단계 1에서는 친밀한 관계 및 지원과 지지를 주는 집
단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소속감을 가진다. 다음 단계로 자신이 양쪽 부모의 집단들
과 다름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 사건이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에 따
라 양쪽 집단 중 한 집단과의 동일시, 소외감을 지니게 된다. 이후 사춘기 시기에는
한쪽 집단으로 배타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과 이에 대해 혼란과 자책, 갈등을 경
험한다. 청년기는 자신의 다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후
성년기는 지배집단에 소속되는 선택,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소속
되는 선택, 통합하려는 전략 및 제 3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최근 생태학적 접근에서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4 단계를 거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
다(Hitlin et al., 2006). 그럼에도 하나의 바람직한 종착점(모형)이 있다고 보지 않는
다(Rockquermore & laszloffy, 2003). 대신 구조와 행위자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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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며, 무엇이 바람직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
은 맞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표 9> 이중정체성 발달 과정에 대한 시기별 변화
문제적 접근
인권적 접근
통합적 접근
생태적 접근
Robert Park William Cross 흑인 Carlos Poston의 이 Maria Root
구분
주변인 모형
정체성 모형 중인종 정체성모형 혼성정체성모형
입문단계:
몰입:
사적 정체성:
인정:
1단계 양부모의 두 문화 특정 시점 인종화 가족과 동료와의 사회에서 인정한
되는 사건을
상호작용으로 발달 정체성 수용
학령전 양쪽에 동화
체험하게 되며
자신의 검음에 집착
위기단계:
선택:
동일시:
한 집단 정체성을 양 쪽 집단과의
2단계 본질적인 문화적
선택하도록 강요 동일시
학령 갈등을 겪으면서
융화하기 힘듦
발 3단계
달 사춘기
과
정

위치단계:
혼란 및 소외의
4단계 감정을 겪으면서
청년기 자신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확인,
상황 이해함

혼란과 자책:
동일시:
정체성의 한 면을 한 쪽 집단과의
부정하게 됨
동일시

내면화단계:
평가:
인종 정체성에 닻 다수 정체성들을
방어기제가 형성, 평가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배우며 준거집단
토대가 놓여 짐 정향을 넓힘

조정단계:
기여단계:
통합:
5단계 지배집단을 향해 흑인 정체성에
통합된 다인종
성년기 이루어짐
계속 기여하게 됨 정체성 경험

동일시:
제 3의 정체성
새로운 인종집단과
전략적으로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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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의 문제를 어떠한 준거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문화적 배경의 다양성과 역사적 뿌리가 깊은 미
국에서 이루어졌던 다문화가정 자녀 정체성 발달 이론을 이중 인종 및 민족을 중심
으로 고찰하여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및 상담의 모형 개발을 위한 기
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속하는 결혼이주민 가정 자녀, 북
한일탈주민가정 자녀, 및 조선족가정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은 한국 학생들과 비교하
여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발달을 연구한 내용 중에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접근 방식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론적 틀이 없이 한국의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이론적 틀과 방식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아직 한국에서 청년기와 장년기의 전 생애를 거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체성 발달 연구는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며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기간이 오래된 미국
을 중심으로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모형을 중심으로 어떤 전제, 관심 및
모형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은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탐색의 과정이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사회의 특징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 사회
에서 외국인의 이주 시기도 다르며, 외국인이 그 사회에 갖는 의미도 다르며, 국가
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정치적 위상도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이중
인종 및 민족의 정체성 발달 모형을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이론적
발달의 경향성을 통해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을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의 이론적 발달 단계에서 한국 상황은 아직 Jim Crow 시대의 문제적 접근
단계와 William Corss의 발달 모형인 인권적 접근 단계에서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은 이들이 한국의 일반학생들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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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수준으로 그려지고, 인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이들을 존
중해야 한다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연구의 진행이 아직 이 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다문화사회의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순혈주의 및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토대가 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장점 보다는 그들이 가진 이질성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태성은 그들의 출신국가가 한국과 비교해서
세계사회에서 위계적으로 하위일수록 더 심한 경향이 있다(최현, 2007).
다음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대다수가 동남아 출신의 여성으로서
이들 결혼이주자 가정 자녀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이외에도 경제적 요인 및 부모
의 학교 수준을 포함한 여러 열악한 조건 때문에 한국의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상대
적으로 학교상황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한국어를 모르는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는 그 어머니가 한국어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것과 지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신
혜정,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발달 정도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기존의 한국 일반학
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발달 관련 변인들로서 그것을 통하여 실제 이들의 정체
성을 거론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
심은 인지적, 지적 및 행동적 발달이 한국의 일반학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이들을 한국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여러 장애 요인들을 결핍(deficit)으
로 봄으로써 이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한다.
게다가 미국의 이중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들을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
의 정체성은 전 생애 발달 과정에서 일반인들과 다른 몇 번의 전환기를 겪는데 이
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상황의 시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접근은 단일학문적인 토대에서 접근한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지닌 이질적인 특징은 분명 분리되어 연구되어
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만을 초점으로 하는 단일학문 내에서 보다 다학문적인 접
근을 통한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 새로운 학문으로 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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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영역은 다문화적 상황에 처해진 교실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적 접근에 대한 이해 등 새로운 문화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교육의 영
역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학문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조망하고 접근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관련 연구는 첫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체성 발달 이론은 한국 일반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이론과는 분리해서 독자적인 발달 이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 이론은 전생애적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다학문적으로 접근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맥락적
인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범주화 하는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연
구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체계로의 접근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어머니 나라 문화를 직접
접촉하기,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하여 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
황과 비교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아주
초기의 문제적 접근과 인권적 접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언어인재교육프로그램,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 등은 이
들의 성취가 상대적으로 열등하지 않으며 이들의 배경이 오히려 풍부한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적인 단계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모델을
통하여 이들이 가진 역량이 양쪽 유산으로부터 얻어진 자원이라는 점에 멈추지 않
고 양 쪽 문화의 유산을 융합된 창의적인 모델로 발전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는 한국의 일반학생과는 차별화된 정체성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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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발달 이론들을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개
인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중 정체성로 인한 혼란,
자책 그리고 귀속집단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은 한국의 일반학생들에게 적용되었던 준거와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의 한국 일반가정 자녀들에게 적용했던 발달이론의 틀과
접근 방법을 해제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시
행은 몇 가지 점에서 학교보다 지역평생교육센터가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양한 환경과 개인의 선택으로 동일한 방식과 시기를 거치는 것이 아니
라 지극히 개별적인 경험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차원으
로 접근해야 하며 다문화가정자녀들의 교육 및 상담은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지역 평생교육기관이 가지는 지역과의 연계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다양한 상황과 교육적 요구를 학교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평생교육기관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들과의 연계
적 지원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청소년기의 상담 및 교육프로
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프로그램에도 참여함으로서 전 생
애적인 평생교육의 학습과정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초기에 교육 및 상담을 받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지역평생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타자는 부모이다. 그러
나 결혼이주자들 및 북한일탈주민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은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한국사회 적응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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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 잡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결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또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때,
그들다움의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인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일은 학
교보다 지역 평생교육기관이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발달 문제는 이들이 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떤
질의 삶으로 정착하게 하는지의 문제이며, 공적으로 이들의 새로운 진입이 한국사
회에 어떠한 종류의 역동성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
체성 발달은 한국사회가 양적 발전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의 척
도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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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Multicultural Children of Korea with the Life
Long Perspective as Investigat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merican Multicultural Identity Theories
Bu Hyang-Suk, Kim Jin-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identity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multicultural children of Korea is desirable to make the life long approach in
the life long education center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s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identity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study, multicultural identity is defined as biracial and biethnic
identity. Development of multiracial and multiethnic identity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passed through four phases which include problem approach,
human rights approach, unitive approach and ecological approach.
Based on the four approach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vided for
multicultural children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ounselling. First.
study on identity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children should be proceeded from
the divided perspective from monocultural children. Second, study on Identity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children should be proceeded from the life long
perspective. Third. study on identity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should be proceeded from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Forth, study on identity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should be proceeded from the multiple
aspect included in self identity, social identification, self category in many
contexts
Considering these suggestions, Identit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children
seems to be desirable to accomplish not in school systems but in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Key word:

Ethnicity, Race multi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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