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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H 위탁보호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정 우

(성균관대학교)

[요 약]

1. 문제 제기

아동에게 출생 전 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 지지를 제

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기능하는 성인으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olton and Williams, 1997; Greef, 1999; Govaart, Daal, Munz, and Keesom, 2001)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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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의 달성을 위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에서 발전된 모델이 가정위

탁보호제도1)이며 실제로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한 대리보호의 형태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N 헌장에 승인2)함으로

써 결국 사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참하고, 아동에게 친부모로

부터 받는 애착기회, 양육환경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안적 보호를 하고자 약속하 다. 

가정위탁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의 경우 2000년 한 해에만 75만 명의 요보호아동이 위탁제도

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Tatara, 2002) 그 중 3/4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되었

고, 나머지는 그룹 홈이나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졌다. 반면 국내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수는 약 1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4) 그 중 2,400명(약 1/4)의 아동만이 가

정위탁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3)

한편 가정위탁보호지원센터에 의하면 전체 위탁업무 가운데 약 93%의 경우가 주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보호이며, 단지 약 7%미만의 경우가 일반가정에 의해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최근 요보호아동에 관한 대리양육이나 친인척보호는 그 수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일반가정위탁은 매우 급증하는 추세여서4) 그 의미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제기된다(보건

복지부 내부자료, 2004). 

실제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H위탁기관의 위탁부모들은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거의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 위탁 보호되는 아동들이 친인척위탁보호나 대리 양육되는 아동들보

다 행동적, 정서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양심 , 2003; 허남순, 

2004)들의 결과로 미루어 일반위탁부모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왜 위탁보호를 수행 하는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위탁보호를 수

행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더 증가된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보호의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지원책으로 운 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자.

먼저 대리양육가정과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 대부분 기존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제도

에 포함시킨 경우로(허남순, 2000) 이들이 위탁아동으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18세 미만이며 부

1)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주
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총칭이며(장인협, 오정수, 2000) 구체적으로 부모를 제외
한 부양 의무자에 의한 보호(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조모나 조부에 의한 것이 대다수 임)를 대리양
육가정,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한 보호를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인에 의한 보호를 일반위탁
가정으로 구분한다(한국복지재단,2003).   

2) 한국 정부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헌장’을 승인을 하 으며, 이후 한국은 정부와 민간차
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UN 헌장 및 아동권리협약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가정위탁(23%) 이외의 방법으로는 입양 2,500명(25%), 시설보호 4,800명(47%), 소년소녀가정보호 
500명(5%)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5)

4) 2,000년에 1,772명에서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2004년 6월까지 이미 9,303명
으로 일반가정위탁양육의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IMF시기 이후 빈곤이나 이혼, 미혼
모, 아동학대 등 사회의 병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요보호아동들의 문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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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이들

의 양육자는 주로 조부모 이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친인척 등이며, 제도적으로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

가정의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여부에 관계없

이 아동 1인당 월 65,000-7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한국복지재단, 2003)5).  

반면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위탁아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이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경우 부모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

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양

육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친인척보호나 대리양육을 하는 부모들과 달리 월 65,000원에서 70,000원

의 보조금만을 지급 받는다6). 

가정위탁보호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의 여건상 새로운 위탁부모

들을 발굴하고 모집, 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현재 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

는 부모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일은 특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들의 특성과 이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성 및 욕구에 관한 

것들까지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Orme, Buehler, McSurdy, Rhodes, Cox, 

and A.Patterson, 2003; Brown, Sigvaldason, and Bednar, 2005) 국내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최근 연

구경향들은 주로 가정위탁제도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기정, 1999; 허남순, 2000; 고승희, 2001; 

권은경, 2001)이거나 가정위탁보호의 유형 차이에 따른 비교 연구(나승혜, 2001; 양심 , 2003; 허남

순, 2004), 위탁사례에 대한 질적연구(김진숙․이근무, 2005)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위

탁보호의 유형을 비교한 연구들은 주로 위탁되는 아동을 중심으로 위탁보호의 유형이 그들의 심리적 

특성 및 욕구에 향을 미치거나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차원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일반위탁가정(이하, 위탁가정이라 지칭)을 모집, 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아동

에게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며(GAO, 1989; GAO, 1995),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정위탁보호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아동을 위한 역할수행 및 책임을 명확히 강조하여 위탁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위탁가정의 부모

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왜 위탁부모가 되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조차 없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 2003년 이전에는 월 65,000원을 2004년부터는 월 70,000원을 지급받는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위탁보호를 수행한 H위탁기관 소속 부모들이다. 

6) 국제위탁부모 연맹에서 규정하는 가정위탁 관련 4주체의 책임과 권리에 의하면 위탁부모는 위탁비
용을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상받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가정위탁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설명회(2004. 12.10)를 개최하는 등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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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첫째, 현재 일반가정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부모들이 인구사회학적

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이들의 역할인식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가 전무하므로 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를 시도하는 바이

며, 다만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비교연구로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탁부모의 특성을 강조하

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탁부모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이를 개념화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실

증적인 선행연구와 구조화된 이론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분석은 주로 기술적(descriptive)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위탁보

호를 수행할 예비 위탁부모들의 선발 및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국외 연구에서 위탁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흔히 활용되는 이론적 틀로서는 역할이론을 들 수 

있다(McCoy, 1962; Galaway, 1972; Eastman, 1982; Mietus and Fimmen, 1987; Le Prohn, 1994; 

Pecora, Le Prohn, and Nasuti, 1999). 역할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

한 주위의 기대에 따라서 역할을 정의한다고 하 으며 조직의 구조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관련 업무들에 의해서 그 역할들이 상호 연관되어진다고 하 다(Beehr, 1987). 

본 연구와 관련하여 르프론(Le Prohn, 1999)은 역할이란 개인의 생활에 수반되는 기대감에 의해 

정의되며 이 기대감의 출처는 개인이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역할인식

(role conception)'과 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기대 되어지는 

’역할요구(role demand)'로 개념화된다고 하 다. 그리고 82명의 친인척과 98명의 일반위탁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탁부모의 역할을 ① 친부모 관련 요인, ② 사회 정서적 지원 요인, ③ 기관파트

너 요인, ④ 부모역할요인, ⑤ 적요인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로 다를 때, 애매모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Beehr, 1995). 이러한 상황을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 는데 이는 주어진 지위에 대한 적절한 역할수

행이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특정한 역할을 맡게 되면 적절한 역할기대

를 배워 사회화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역할모호성은 역할기대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역할기

대 자체가 불명확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Liane, 1996). 

역할이론을 가정위탁제도에 응용해 보면, 먼저 위탁부모들은 본인들이 맡은 역할책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위탁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으며, 또한 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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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

고 위탁부모는 여러 명의 전문가나 경험 있는 다른 위탁부모들과 상호연관을 맺으며, 이를 통해서 그

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위탁부모들이 갖는 질문과 문제들에 응답하면서 위탁아동이나 가정위탁기관들을 위해 위탁부모들이 

행동해야할 역할책임에 관하여 기대 하게 된다. 그러한 역할기대감과 역할수행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

백은 위탁부모들이 인지하는 역할수행의 책임감 형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위탁보호와 관련된 주체들 가운데서 위탁부모들은 가족과 가정위탁기관의 상호책임성을 완결

시키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탁부모들은 정서적, 의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지닌 요보호아동

들을 자신들의 가족에 흡수하여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기관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

시켜서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직접적인 향

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가족의 재결합이나 입양과 같이 구적 계획(permanency plan)을 추진하

기 위한 과정에도 순응 한다. 그들은 또한 아동이 분리와 애착, 그리고 불확실성과 같은 이슈들을 경

험했을 때 이에 적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며 아동이 친부모와 연계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아동이 

느끼는 욕구를 평가하여 아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의료적, 심리적 그리고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95).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위탁부모들의 역할수행 및 책임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대리양육이

나 친인척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위탁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관해 교육시키는 문제가 개

별 가족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접근하기조차 매우 힘든 사항인 것이다.

더불어 위탁 아동 업무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또는 가정위탁기관간의 위탁부모들에 대

한 역할수행 및 책임에 관해 의견수렴을 하기 힘든 것 또한 위탁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혼동을 부추기

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기관들에서 조차도 통일된 내용의 위탁부모 역할과 책임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분야의 전문가들과 위탁부모들의 자조모임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치된 내용의 교육․훈련 매뉴얼7)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GAO, 1995; 한국복지재단, 

2004). 

결과적으로, 위탁부모의 역할수행 및 책임에 관한 기대감은 개별 위탁부모나 그들과 일하는 사회복

지사의 개인적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McColgan, 1989; DHHS, 1993; GAO, 

1995) 심지어 위탁부모와 가정위탁기관간의 역할수행에 관한 기대감이 일치하지 못할 때 전체 위탁업

7) 다만 한국수양보호협회의 위탁부모 양성교육 자료집에서 국제 수양부모연맹 규정을 들어 가정위탁
관련 4주체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료집에 의하면 가정위탁관련 4주체란 ①가정
위탁기관(수양부모협회), ②위탁아동의 책임과 권리, ③위탁부모(위탁가정)의 책임과 권리, ④친부
모(위탁의뢰자)의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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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역할갈등이 생기며 보호아동에 대한 역할의무가 불분명해 지

게 된다. 가정위탁기관에서는 또한 역할이해 부족으로 인해 위탁부모와의 갈등이 생길 경우 아동의 

위탁보호를 종결해야만 하는 위험성이 고조되며, 이는 나아가서 위탁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분명한 역할기대감으로 인한 오해는 특히 새로 시작한 위탁부모의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다(Fees, Stockdale, Crase, Riggins-Casper, Yates,  Lekies, and Gillis-Arnold, 

1998; Erkut, 1991). 그러므로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위탁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H위탁기관(이하 ’협회‘)’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위탁부모신청자 중 실제로 아동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의 위탁부모 총 126명을 조사하 다.8) 협회의 협조를 얻어 위탁

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하 으며, 이 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이었고, 자료수집방법은 자가 보고식 설문 

방법이었다. 최종 72부의 설문지가 위탁부모로부터 회수되었으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71부(56.4%)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활용하 다.

연구수행과정에서 사전에 조사에 동의하 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부모들은 설문에 적극적이었다고 

구분 탁기 탁부모

내용

-친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 있는 안에 한 검토

- 탁부모 모집  심사

- 탁부모를 한 비 교육  훈련

-가정 탁양육과 련된 서면계약

-아동의 배치계획수립  실행

-아동의 친부모  확 가족과의  기회 제공

-아동배치후의 리  모니터링

- 탁기  종사자에 한 교육  리

-아동의 양육에 한 지식과 기술을 가질 것.

-애정을 가지고 양육할 것

-재정 으로 안정될 것

- 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

- 탁부모로서의 자격을 보장하는 성 지향, 신

체  정서  건강, 인종, 연령, 종교를 가질 것

   그러나 여기서도 탁부모의 조건이나 권리에 한 소개는 언 되었지만 구체 으로 어떤 역할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8) 전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탁보호제도의 전달체계와 관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가정위탁보호지원센터가 있으나 이 중 3개의 지원센터와 중앙센터는 H위탁기
관에서 운 하고 있으며 나머지 센터들은 H재단소속 기관들이다. 이들 운 기관에 따라서 위탁부모
들의 특성은 차이가 있는데, H위탁기관에서 대상으로 하는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않고 있는데 비해 H재단의 위탁부모들은 소정의 보조금을 제공받
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 의해서 이들 간에는 위탁동기 및 부모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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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었는데 이는 첫째, 현재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이 심리적으로 향을 받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며(자신이 다른 가족들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문제), 둘째, 

이들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위탁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 동의하 더라도 외부에 드러나

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 다. 사회복지실천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겠으나 

위탁부모들의 경우 이들이 한 기관에 모여 생활하는 상황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에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본 71사례의 연구대상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국가의 공적인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

지 않는 자발적 위탁부모9)들의 50% 이상을 확보하 다는 점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모집

단의 특성으로 일반화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①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반가정위탁보호를 수

행하는가와 관련하여 주로 인구사회학적 질문(위탁부모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혼인상태 등)을 조사

하 다. ②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탁보호와 관련된 역할책임에 관한 질문은 르프론(Le Prohn, 

1994)이 개발한 FPRP(Foster Parent Role Perception)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FPRP)는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위탁부모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로 구성된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점까지이다. 각 항목에 제시된 위탁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본인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지 정도를 ‘할 필요가 없다’로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의 5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르프론은 최초에 위탁부모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통해서 총 40문항을 개발하 으며, 

이 척도를 82명의 친인척과 98명의 친인척이 아닌 위탁부모들(일반위탁부모)의 표본을 통해 평가하

으나 타당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Le Prohn, 1993). 최종 36문항으로 분석된 각 요인들

이 친인척 위탁부모와 일반위탁부모들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르프론은 몇몇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다양한 분야의 책임역할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 지만,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는 중요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바 있다. 

9) 아동복지법 제 11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는 무료위탁보호, 유료 위탁보호, 고용위
탁보호 및 입양 위탁보호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① 무료위탁보호라 함은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
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하고, ② 유료위탁보호라 함은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
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③ 고용위탁보호라 함은 사업을 경 하는 자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함과 동시에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사업장에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탁보호를 의미하고 ④ 입양위탁보호라 함은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
보호로 구분한다. 

     이상의 구분에 의해 H위탁기관의 위탁부모들은 무료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참여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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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우리나라 위탁부모의 역할인식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르프론 등

의 1999년 연구결과이며 여기에 사용된 척도는 각 문항별로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 중에 필요도에 

따라 응답자가 평정하도록 구성된 척도이다.10) 이 연구의 표본은 미국 Casey Family Program의 친

인척 위탁부모(총 114명)와 일반 위탁부모(총 170명)이다. 그러므로 5점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와는 

최종 총점이나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비교는 하지 않았고 다만 전체 응답 경향(문항별 순위와 다른 

문항들과의 관계)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9537이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위탁보호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 다. 인터뷰는 2004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일반

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총 5인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하 다. 

위탁부모들의 역할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와 관련하여 르프론이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의 타당

도는 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회복지학전공 박사과정 학생1인과 사회복지학전공 교수1인이 내용

을 검토하 고 직접 문항을 번안하 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자료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 다. 또한 

본 연구의 특성이 일반위탁을 수행하는 부모들의 특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므로 연령과 교육수

준 등을 교차(cross tab)하여 비교하 다. 다음으로 이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들의 역할을 파

악하기 위해 르프론 등(1999)의 연구결과와 간단한 비교를 실시하 다. 이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후속연구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실천현장에서의 적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각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각 상위 10개 문항과 가장 낮은 역할책임을 의미하는 하위 10개 문항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화 및 시사점을 정리하 다.

10) 르프론의 1993년, 1994년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 으나 각 문항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1999년 연구는 5점 척도가 아니지만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 음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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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항목 문항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탁부 연령

30세 이상 - 39세 미만 7 9.9 47.49 5.52

40세 이상 - 49세 미만 39 54.9

50세 이상 - 59세 미만 23 32.4

60세 이상 2 2.8

탁부 

교육수

졸 1 1.4 15.94 2.08

졸 0 0

고졸 8 11.3

졸 43 60.6

학원졸 19 26.8

탁모 연령

30세 이상 - 39세 미만 16 22.5 44.26 5.49

40세 이상 - 49세 미만 42 59.2

50세 이상 - 59세 미만 13 18.3

탁모 

교육수

졸 0 0 14.44 2.20

졸 1 1.4

고졸 27 38.0

졸 38 53.5

학원졸 5 7.0

혼인상태

기혼( 처나 남편의 자녀가 없음) 53 74.6

기혼( 처나 남편의 자녀가 있음) 10 14.1

동거 1 1.4

사별 1 1.4

가구 총 소득

100만원 미만 5 7.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5 21.1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2 4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 22.6

400만원 이상 13 16.3

<표 1>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한 통계치                                 (n = 71)

11) 본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위탁모의 특성과 위탁부의 특성을 분리하여 살
펴보았다. 왜냐하면 아동의 위탁보호는 부부 중 1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자료를 수집할 때 이를 고려하여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으나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부부가 상의 하여 결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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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형

자가 44 62.0

세 11 15.5

월세 3 4.2

기타 9 12.7

<표 1>  이어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위탁부모의 연령은 각각 연속변수의 형태로 조사되었

고 이것을 범주화하여 빈도를 제시하 다. 교육수준 역시 각각 연속변수의 형태로 조사하여 이것을 

범주화하 다. 다음으로 위탁부와 위탁모의 혼인상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4개의 범주로 조사

되었고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할 경우 무응답할 가능성이 높아 50만원 단위의 범주형태로 측정

한 이후에 위 표에서는 구간을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여 제시하 으며 주거유형변수 역시 범주형태로 

측정되었다.

① 탁부모의 연령  교육수

분석결과 조사일 현재 아동위탁보호를 경험한 가구의 물리적 특성 중 연령과 관련하여 위탁부의 

평균 연령은 47.5세이며 위탁모의 평균연령은 44.26세로 나타나 위탁부와 위탁모 모두 40대가 각각

54%, 59%로 나타났다. 위탁부의 경우 40대가 50대의 약 2배에 달하지만 위탁모의 경우 40대가 50대

보다 3배 이상이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구  분
탁부모의 연령

합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탁부

교육수  

등학교졸업   1  1

고등학교 졸업  4 3 1 8

학교 졸업 5 24 14  43

학원 졸업 2 11 5 1 19

합  계 7 39 23 2 71

탁모

교육수  

학교졸업  1  1

고등학교졸업 6 16 5 27

학교졸업 9 21 8 38

학원졸업 1 4  5

합  계 16 42 13 71

<표 2>  탁모의 교육수 과 연령의 교차표

교육수준은 위탁부모 모두 대졸학력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대학원 졸업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우리나라의 일반 성인의 연령대별 교육수준과 비교하면 다소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통계청의 2000년 조사결과(www.kosis.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2005.3.28일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교육수준이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일반 성인 여성(30세-50세)의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통계 

총 13,815,283명 중 전 연령대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위탁모의 경우 대학졸업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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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 이 통계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 성인 남성(30-50)의 경우에도 

총 13,417,267명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으나 본 위탁부의 학력은 대학교졸업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위탁부모 모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Le Prohn, 1994)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대상인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은 국내의 평균적인 교육수

준12)이나 미국의 위탁부모들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연

구결과 높은 교육수준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정보,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찾아낼 수 있

으며, 위탁부모들이 겪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더 잘 접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들은 위탁보호에 대한 부모교육 내용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Chase-Lansdale,  Gordon, Brooks-Gunn, and Klehanov, 1997; Hanson, McLanahan, and Thomson, 

1997)점에 미루어 본 연구결과는 향후 위탁부모들의 모집, 선발, 교육, 훈련에 대한 흥미로운 함의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구   분
탁부 교육 수  

합계 
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원

소득
범주

100만원 이하   3 2 5

100만원 과 - 200만원 이하 1 2 9 3 15

200만원 과 - 300만원 이하  3 14 5 22

300만원 과 - 400만원 이하  1 13 7 21

400만원 과  2 4 2 8

합   계 1 8 43 19 71

주택
소유
형태

자가 소유 1 6 27 10 44

세 0 1 6 4 11

월세 0 1 2 3

기타 0 0 4 5 9

합   계 1 8 39 19 67

<표 3>  경제  수 과 탁부의 교육수  교차표

② 탁부모의 경제  수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가구당 총 소득과 주택소유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 고 

12) 탁부와 탁모의 교육연수에 한 일표본 검정결과 (검정값=12)

구분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탁부교육연수 15.952 70 .000 3.9437

탁모교육연수 9.323 70 .000 2.4366

      일반성인 평균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가정하고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의 교육연수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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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탁부의 학력수준과 교차시켜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의 교육수준과 연령, 직업 등이 

가구당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선행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다. 

위에서 일반위탁가정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동일 연령대 일반성인의 교육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하 다.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소득수준은 위탁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Chase-Lansdale et al., 1997; Hanson et al., 1997)가 있으며, 로데스 등(Rhodes, 

Orme, Cox, and Buehler, 2003)은 위탁가정의 위탁유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높은 소득수준을 

꼽은 바 있는데 위탁가정의 낮은 소득수준은 아동을 혹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탁부모들은 

예상 밖의 지출이 생김으로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위탁보호에 있어 위탁

가정의 소득은 위탁보호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며 소득수준은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

체의 41% (29가구)에 달했으며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8%(20가구)로 나타났다. 2003년 도시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2,635,716원이라는 점 감안했을 때 가구소득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정도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탁가정 전체의 62%(44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자

의 관심을 끄는 응답범주가 ‘기타’에 응답한 경우인데 조사대상자 중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9가구로 

전체의 12%에 달하며 이들의 구체적인 거주유형을 살펴본 결과 모두 교회나 종교단체의 ‘사택’인 것

으로 나타났다13). 

③ 탁부모의 혼인상태

위탁보호에 있어서 혼인상태(being married) 또한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혼인상태가 안정적이며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 위탁보호에 있어 부부가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도구가 된다(원저자, 년도; Rhodes et al., 2003에서 재인용). 

즉, 부부가 위탁보호를 수행하는 경우 아동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이 공유되지만 한 부모가 위탁보호를 

수행할 경우 긴 한 사회적 지지가 없는 한 혼자서 이 문제들을 다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한데, 외국의 경우 보조금 등

과 관련해서 한 부모가정에서 아동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 연구대상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위탁부모들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 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부부로 구

성되어 있어 이 점이 외국의 선행연구14)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임과 동시에 문화적 

차이를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기

르거나 보호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결혼하여 아

13) 이 결과치는 일반위탁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이들은 주로 
종교적인 사명에 의해서 위탁보호를 수행한다고 하 고 주로 이웃에서 가까이 알고 지내던 교회 
신도나 주민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14) 앞서 언급한 르프론의 연구에서는 위탁부부가 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61% 고, 위탁모
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36%, 마지막으로 위탁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3%로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나 우리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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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한국복지재단, 2003)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

의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혼인상태에 대하여 5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여 이에 응답하도록 하 는데 

첫째, 기혼이면서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없는 경우와 둘째, 기혼이면서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

는 경우, 그 외에 조사일 현재 사별한 경우와 동거인 경우 그리고 기타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점은 기혼 가구 중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의 

14%(10가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인 상태가 실제로 위탁동기 및 결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 으나 후속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우리나라 일

반위탁가정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④ 탁부모의 개인 (인구사회학 ) 특성에 한 요약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위탁가정 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인 위탁부모의 연령은 위탁부의 경우 40대 중반에서 50대에 이르는 경우가 가장 많

았고, 위탁모의 경우 30대를 포함하여 4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교육수준은 동일 연령대의 일

반 성인남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특징이 있으며 셋째, 이들의 경제적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도

시가구 평균 소득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일반위탁가정은 대부

분 부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처나 전남편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분석은 심도있게 실시하지 못하 다. 넷째, 위탁부모들 중 종교단체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그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들 중 종교적 사명에 

의해서 자발적 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탁부모의 동기와 관

련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상당히 동질성을 가진 집단임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양심 의 2003년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양심 의 

경우 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 위탁가정15), 친인척가정, 대리위탁보호가정이 갖는 물리적인 환

경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일반가정위탁보호를 수행하는 혹은 수행하겠다고 한 가정의 경우 대부

분의 물리적 환경 변수들에서 위탁보호에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다른 보호유형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이 비교적 동질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 양심 의 연구에는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 40여 가정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위탁보호를 수행하겠다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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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 중에서는 위탁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없으므로 르프론 등(1999)의 선행연구와의 비

교를 통해 우리나라 위탁부모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 4>에는 위탁부모의 역할

에 관한 각 문항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위탁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하

다16). 

문    항

탁부모의 책임감 수

Le Phron (1999)

(n=170)

김정우 (2005)

(n=71)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1. 탁아동에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다.
87.57

(18.98)
8

3.80
(1.23)

21

 2.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도와 다.
68.27

(19.55)
21

4.24
(0.99)

5

 3. 탁아동에게 자존감을 심어 다.
84.85

(13.37)
11

4.45
(0.91)

1

 4. 탁된 아동이 정서 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 다. 
87.50

(16.87)
9

4.44
(0.95)

3

 5. 다른 사람이 수양부모가 될 수 있도록 모집하고 홍보한다.
34.29

(24.04)
31

3.92
(0.95)

16

 6. 탁된 아동이 사회에 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다. 

81.37

(14.96)
13

4.32
(0.89)

4

 7. 십  청소년인 탁아동이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때를 비해서 질병

   이나 외로움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에서 도와 다. 

79.88

(17.44)
6

4.44
(0.79)

2

 8. 친부모나 친척들을 아이가 방문하게 될 때 데려다 다. 
37.26

(31.39)
29

3.48
(1.29)

35

 9. 탁아동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찰하고 필요 하다면 기록한다. 
60.24

(22.42)
23

3.90
(0.88)

17

10. 수양부모들과 함께 일할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21.30

(23.94)
37

4.07
(0.92)

10

<표 4>  탁부모의 역할인식

16) 엄 하게 말하자면 Likert척도를 활용한 본 척도의 측정수준은 서열척도(ordinal scale)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푯값으로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순서를 비교하려
는 연구의도에 적절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측정된 값을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평균값에 따라 위탁부모의 역할
인식정도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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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탁부모의 책임감 수

Le Phron (1999)

(n=170)

김정우 (2005)

(n=71)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11. 탁아동들의 행동에 해 그들의 친부모들과 상의한다.
17.32

(22.99)
39

3.54

(1.12)
31

12. 탁아동들이 수양부모 회에 들어오는 과정과 탁되어 성장하는 과

정을 기록하고 보 한다. 

34.02

(32.61)
32

3.99

(0.98)
13

13. 탁아동들이 수양부모 에서 응해 가는 과정을 그들의 친부모에

게 말해 다. 

17.50

(23.72)
38

3.62

(1.07)
26

14. 학교에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응 상황에 처한다. 
93.59

(12.03)
2

4.08

(0.87)
9

15. 아이가 여가시간에 어디서 구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찰한다.

89.65

(15.91)
5

3.93

(1.06)
15

16. 회를 해서 새로운 탁가정 서비스를 계획한다.
29.59

(25.03)
33

3.45

(1.01)
36

17. 아이의 상담 선생님이나 문의를 선별한다. 
52.88

(28.59)
25

3.54

(1.03)
30

18.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른다.
79.99

(20.98)
15

3.27

(1.25)
38

19. 십  청소년인 경우 원만한 교우 계 형성을 해 아이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다. 

84.29

(17.94)
12

3.94

(0.92)
14

20. 탁아동을 한 특별한 활동에 쓰일 기 을 마련한다. 
48.41

(31.13)
26

3.45

(1.01)
37

21. 친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아이가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67.53

(18.93)
22

4.11

(0.80)
8

22. 아이가 친부모와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아주거나 만남을 주선한다.
23.81

(26.74)
36

3.54

(1.12)
32

23. 아이의 학교생활기록을 보 한다. 
71.00

(29.91)
18

3.68

(1.16)
25

24. 시간이나 일정을 조정해 때에 맞춰서 아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2.41

(15.67)
3

4.03

(1.22)
11

25. 탁가정기 과 공 인 계를 유지 하며 서로 도움을 다. 
39.87

(25.53)
28

3.90

(1.03)
18

26. 아이가 종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다. 
73.75

(28.34)
17

3.61

(1.18)
28

27. 아이가 친형제들과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거나 만남을 주선한다.
40.00

(31.76)
27

3.56

(1.20)
29

28. 아이가 자라서 독립을 원할 때  살 집을 함께 알아본다.
69.17

(24.11)
20

3.52

(1.07)
38

29. 사회복지사에 한 불만사항들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27.66

(30.85)
35

3.21

(1.17)
39

<표 4>  탁부모의 역할인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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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탁부모의 책임감 수

Le Phron (1999)

(n=170)

김정우 (2005)

(n=71)

평균

(표 편차)
순

평균

(표 편차)
순

30. 아이들이 입을 옷을 사 다. 
90.71

(17.36)
5

3.77

(1.14)
22

31. 아이와 친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 지를 리․감독한다. 
15.68

(22.65)
40

2.82

(1.11)
40

32. 평소에 탁아동들이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지에 해 설명 해주고 가르쳐 다. 

59.53

(22.63)
24

3.48

(1.11)
34

33. 아이의 의료기록을 보 한다. 
70.29

(31.06)
19

3.75

(1.02)
24

34. 아이의 성장과정에 해 상담선생님 이나 문의와 상의한다. 
84.97

(17.15)
10

3.76

(0.99)
23

35. 아이를 효과 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에 해 모색해 본다. 
80.65

(16.10)
14

4.01

(0.92)
12

36. 다른 수양부모들을 한 연수 교육이나 장교육을 실시한다. 
35.71

(30.12)
30

3.61

(1.03)
27

37. 아이가 학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조한다. 
88.24

(16.44)
7

4.20

(0.89)
7

38. 십  청소년인 아이가 독립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사일이나 

   여러 집안일을 가르친다.

94.94

(10.39)
1

3.83

(1.03)
20

39. 새로운 수양부모들을 양성한다. 
28.45

(27.47)
34

3.86

(1.00)
19

40.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데려다 다. 
89.53

(14.55)
6

4.24

(1.13)
6

<표 4>  탁부모의 역할인식-계속

이 중에서 한국과 미국의 위탁부모 모두에게서 중요한 역할로 언급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 문    항

1 문항 4 탁된 아동이 정서 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 다. 

2 문항 7
십  청소년인 탁아동이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때를 비해서 질병이나 외로움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에서 도와 다. 

3 문항14 학교에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의료  응 상황에 처한다.

4 문항37 아이가 학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조한다. 

5 문항40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데려다 다.

<표 5>  한국과 미국의 탁부모들이 공통 으로 요하게 인식하는 역할책임

위의 문항들은 미국의 위탁부모들과 한국의 위탁부모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역할책임 총 40

문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문항 10개를 선별하고 그 중에서 양쪽 모두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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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5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문항4와 7은 아동의 정서적인 성숙 및 안정을 돕는 내용이며, 문항 14, 37, 40은 아동이 생활과정에

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그리고 실제로 주로 관련을 맺는 대상들과의 적응을 돕는 문항으로 나타났

다. 그렇다면 한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으나 다른 쪽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

로 인식되어 양국의 차이를 반 하는 문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일반가정위탁부모들의 

역할책임에 관한 독특성을 이해하기로 하자. 

양국의 

차이 

순

문   항
한국의

순

미국의

순

1 문항10 탁부모들과 함께 일할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10 37

2 문항18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른다. 38 15

3 문항38
십  청소년인 아이가 독립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사일이나 여러 집

안 일을 가르친다.
20 1

3 문항12
탁아동들이 수양부모 회에 들어오는 과정과 탁되어 성장하는 과정

을 기록하고 보 한다. 
32 13

5 문항28 아이가 자라서 독립을 원할 때  살 집을 함께 알아본다. 38 20

<표 6>  한국 탁부모의 역할책임 인식에 한 특성 

<표 6>에 제시된 문항들은 양쪽의 순위차이를 기준으로 그 차가 큰 것부터 배열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부모들의 차이를 가장 많이 반 하고 있는 문항 10은 ‘새로운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관

련된 것인데 문항10의 경우 한국의 위탁부모들이 인식한 역할의 중요도는 10위인 반면 미국의 경우 

37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가정위탁보호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위탁부모들과 협력해야 할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위탁부모들이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르고, 아이에게 가사 일을 가

르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들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위

탁부모들은 위탁아동의 정서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

어 <표 4>에서 미국의 부모들이 문항 38의 내용(가사일이나 여러 집안일을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역

할로 꼽았으나 한국의 위탁부모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아동에게 

자존감을 심어준다는 문항3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문항 18(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른다)과 문항 28(아이가 자라서 독립할 경우 살 집을 알아본다)

에서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문항 12에서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자는 이 결과가 한국의 위탁부모들이 

아동의 성장과정이나 아동이 위탁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에는 반대한다. 연구자가 위탁부모들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위탁부모들이 아동이 위탁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 수 있고 기록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제공된다면 아동과 위탁과정이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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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합계 평균
표
편차

1 문항03 탁아동에게 자존감을 심어 다. 316 4.45 0.90

2 문항07
십 청소년인 탁아동이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때를 비해서 외로움

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다.
315 4.43 0.78

3 문항04 탁아동이 정서 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 다. 315 4.43 0.95

4 문항06
탁된 아동이 사회에 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도와 다.
307 4.32 0.89

5 문항02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도와 다. 301 4.23 0.99

6 문항40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데려다 다. 301 4.23 1.12

7 문항37 아이가 학교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조한다. 298 4.19 0.88

8 문항21
친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에 아이가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도와 다.
292 4.11 0.80

9 문항14 학교에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한 상황에 처한다. 290 4.08 0.87

10 문항24 수양부모들과 함께 일할 새로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286 4.07 0.92

<표 7>  한국의 탁부모가 인식하는 주요 역할

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아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은 그 역

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위탁부모의 역할이 아닌 위탁기관을 비롯한 다른 주체의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아동의 심리  응에 한 지원

위탁부모들이 응답한 40개의 문항 중에서 위탁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응답한 역할은 ‘위탁아

동에게 자존감을 지켜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1번 문항은 ‘자존감’, 2번 문항은 ‘외로움’, 3번 문항

은 ‘정서적 성숙’, 5번 문항은 ‘정서적 문제’등으로 나타나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한 지원이 위

탁부모의 가장 큰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위탁되는 아동들이 친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심지어는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하여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을 돕는다’거나 ‘아동이 정

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의 문항 등도 비슷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아동들이 그들의 친 가정에서 경험하는 보호의 질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이며 이 때문에 아

동들은 위탁보호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 때 대부분의 아동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그들의 가족과 

분리된다는 것에서 많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동들은 스

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 많으며 이 때문에 성인에 대한 위

탁아동들의 일반적인 감정은 사나운 것이 되고 만다(Rhode Island Foster Parents Association, 2005).  



일반위탁보호를 수행하는 부모의 특성과 역할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105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은 경험 없는 초보 위탁부모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

로 위에 제시된 여러 문항들은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끼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부모들이 위탁기관과 어떤 역할분담을 기대하며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지를 아는 것은 위탁보호의 성공에 큰 향을 미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본 설문에 응답한 위탁부모들은 이미 

아동을 위탁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위탁부모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아동의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을 예상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이

러한 정서적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② 아동의 행동 응과 련된 문제

다음으로 위탁부모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역할로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 있

는데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과 같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 외에도 ‘친부모와 떨

어져서 사는 생활에 대한 적응’ 혹은 ‘학교에 적응’ 등의 문항이 보다 구체적인 적응의 내용으로 개념

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탁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함의를 얻을 수 있는데 허남순(2004)은 위탁아동의 심리사

회적 특성 및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했는데 여기서 위탁아동의 행동을 ‘공격’, ‘비행’, 

‘불안’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위탁보호의 유형에 따라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

이 전체적으로 ‘공격’, ‘비행’, ‘불안’의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아동들 중에는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할 환경이 적

절하지 않거나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9세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위탁

보호를 경험한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를 경험한 아동들이 다른 비교집단(인종, 교육, 경제수준 등을 통제한 일반 성인집단)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 높은 빈곤수준, 알코올 및 약물남용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등을 경험하며 낮은 

부모역할인식, 타인과의 낮은 관계(relationship)의 질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Buehler, Orme, Post, 

and Patterson, 2000)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동이나 적응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적응 문제는 이것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이든 행동적인 문제이든 이들의 발달에 매

우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며 본 연구대상자들은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위탁부모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아동이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행동상의 문제들 예를 들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욕설을 하는 아이, 도벽이 있는 아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위탁부모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Cox, Orme, and 

Rhodes, 2002; 2003)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실천적인 함의가 많은 내용이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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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합계 평균
표
편차

1 문항31 아이와 친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 지를 리․감독한다. 200 2.82 1.11

2 문항29 사회복지사에 한 불만사항들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228 3.21 1.17

3 문항18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른다. 232 3.27 1.25

4 문항28 아이가 자라서 독립을 원할 때  살 집을 함께 알아본다. 250 3.52 1.07

5 문항20 탁아동을 한 특별한 활동에 쓰일 기 을 마련한다. 245 3.45 1.01

6 문항16 회를 해서 새로운 탁가정 서비스를 계획한다. 245 3.45 1.01

7 문항8 친부모나 친척들을 아이가 방문하게 될 때 데려다 다. 247 3.48 1.29

8 문항32
평소에 탁아동들이 자신의 친부모나 형제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지에 해 설명해 주고 가르쳐 다. 
247 3.48 1.11

9 문항22 아이가 친부모와 만날 수 있게 일정을 잡아주거나 만남을 주선한다. 251 3.54 1.12

10 문항11 탁아동들의 행동에 해 그들의 친부모들과 상의한다. 251 3.54 1.12

<표  8>  탁부모가 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역할

③ 아동의 의료  문제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데려다준다’, ‘시간이나 일정을 조정해 때에 맞춰서 아이가 병원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등이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주요 역할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고 위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부모들이 아동의 의료적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치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대체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낮은 문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할들은 성공적인 위탁보호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들인가? 만약 위탁부모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역할임에도 전체적인 위탁보호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이라면 이 역할의 책임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① 친부모나 친가족과의 만남

위탁부모들은 ‘아이와 친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자신들의 주요 역

할이 아니라고 꼽았다. <표 8>에 제시된 총 10개 문항가운데 문항 31, 8, 32, 22, 11 등 총 5개 문항이 

아동의 친부모와 관련된 문항이었다. 

위탁부모들이 왜 이 문제를 위탁기관에서 수행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동들에

게 친부모나 친가족과의 만남이라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를 먼저 살펴보자. 

소냐(Sonya, 2003)는 부모의 방문이 위탁아동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면서 아동이 친

부모와 위탁부모 양쪽 모두에 높은 수준의 충성심(allegiance: 사회적 계약관계 혹은 바람직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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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는 충성심)을 갖는 경우 이는 아동의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는 심

리적 충성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특히 친어머니가 주된 방문자이거나 

아동과 자주 만나는 경우 충성심갈등은 더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이 위탁부모와 

친부모 중 누구에게 더 애착과 충성심을 느끼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양육

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경험한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위탁아동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학대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부모를 매우 중요

한 타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Ellen Heptinstall et al., 2001). 

다시말해 위탁부모들은 아동들이 위탁부모들에 의해서 잘 교육되고 있다가도 친부모를 만나고 오

면 혼란을 느끼거나 교육내용을 일관되게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아동과 친부모의 만남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을 비롯한 중재기

능이 가능한 제3자에 의해서 규칙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위탁부모들이 원한다고 볼 수 있

다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위탁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수

는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② 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표 8>의 문항 29, 20과 16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기금모금’ 및 ‘위탁기관의 

사회복지사’에 관한 것이다. 

국제 위탁부모연맹에서 규정하는 가정위탁 관련 4주체의 책임과 권리에 의하면 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작업은 실제로 위탁기관의 책임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위

탁기관의 책임은 위탁부모의 모집 및 심사(Recruitment and Screening Foster Carers), 위탁부모를 위

한 예비 교육 및 훈련(Orientation and training for Foster Care),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훈련

(In-Service Training for Foster Carers)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수양부모협회, 2004). 즉 조사내

용에서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역할로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항들은 실제로 위탁기관의 역할

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향후 연구에서 있어 위탁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이

며 위탁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특히나 위탁기관과 위탁부모의 유기적인 협력은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해 더욱 중요하겠지만 한 조

사에 의하면 위탁부모들 중에서 관련기관의 전문가들과 정기적 회의를 통해 만나는 비율이 52%에 불

과하며, 단지 27%만이 공식적인 사례회의에 들어간다고 하 다. 또한 기관에서는 사례회의의 내용을 

위탁부모에게 알리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위탁부모가 사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DHH, 1993) 위탁보호를 제공하는 주체들간의 협력미비가 위탁보호 서비스

의 활성화에 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17) 위탁부모들과의 인터뷰결과 역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탁부모들은 
아동들이 친부모를 만난 이후나, 친부모의 거주지에서 몇 일간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애써 바로잡
았던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들이 다시 발현된다고 하 다. 예를 들어 위탁가정에서 용돈관리에 대
한 교육을 시키고 아동들에게 절제를 교육시켰으나 친부모들이 필요이상의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 자신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데서 많은 불만을 느꼈으며, 혹은 친부모들이 알코올 
중독 증의 특정한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들과 직접 접촉을 꺼리게 된다고 하 다. 



108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 1 호

결국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들도 실제로 위탁보

호의 활성화에는 상당한 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이며, 앞으로의 제도마련에는 이 같은 결과가 반 되

어야 할 것이다. 역할인식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역할 갈등 및 역할 모호는 단순히 위탁부모들

이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탁보호와 관련 체계들이 어떻

게 유기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위탁부모들이 덜 강조하는 자신들의 역할에도 연구의 관

심이 모아져야 한다1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H위탁기관에서 활동하는 71개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과연 이

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탁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비교하여 

향후 위탁부모들의 모집, 홍보, 훈련에 있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지를 제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일반위탁가정의 부모들은 인구사회학적으로 비교적 동질성이 강한 집단으로서 동일 연령

대의 일반 성인 남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 가구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

은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중 일부는 종교단체의 사택에 거주하는 것으

로 나타나 특정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향후 연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이 위탁부모들의 위탁 동기나 위탁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상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공적지원체계의 부

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위탁보호를 수행하는데 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위탁부모들이 가져야 할 11개의 자원을 정리한 연구(Rhodes et al., 2003)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

로는 높은 교육수준, 높은 소득수준, 혼인상태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이 아동의 적응을 돕는다고 하 다. 이처럼 위탁보호에 대한 연구에서 위탁부모의 개인적 특성을 파

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동기

부여 되는 것이라고 하 으므로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인구학적 수준을 가진 위탁부모

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위탁부모를 모집,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위탁보호

와 관련된 행동특성을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은 위탁부모들의 역할인식에 관한 것인데, 위탁관련 사회복지기관은 교

18) 위탁부모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위탁부모들은 아동이 자신에게 위탁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
으며, 그 결과 심리적, 행동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고 하 다. 위탁부모들이 스스로 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심
지어 이 과정에서 많은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위의 분석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위탁부모들은 위탁기관이 중재, 조정자의 역할을 좀더 체계적으로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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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을 통해 장래의 위탁부모들에게 앞으로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집단책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Pasztor, 1985; Simon and Simon, 1982). 그러나 위탁부모들이 모집과정과 교육․훈련과정에서 

얻는 정보와 실제 위탁아동을 맡아 관여하는 서비스계획상의 의사결정과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는 위탁부모들의 역할수행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Pasztor, 1985). 또한 실천경험을 통해 

알려진 사실은 위탁부모들이 종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며 한 연구자는 개방적 위

탁가정과 폐쇄적 위탁가정을 비교한 결과 위탁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이 

그들을 집단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 다(Rindfleisch et al., 1998).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위탁보호를 위해서는 명확한 위탁부모의 역할 및 위탁기관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탁부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

사한 결과 첫째,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둘째,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아동의 의료적 문제에 대한 개입을 자신들의 주요 역할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에 위탁되는 아동들이 위탁 전 친부모로부터 학대나 방

임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이들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실제로 위탁부모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위탁부모들의 역할임과 동시에 그들이 이러한 문

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위탁부모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모들의 역할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 문항들 역시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인 위탁보호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이므로 향후 이 

역할들을 주로 어떤 주체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및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국내의 가정위탁보호는 제도분석과 실증연구 모두 매우 부족한 편이며 각 위탁보호의 각 주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탁보

호의 사회적 필요성은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위탁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의 특성과 그들의 역할책임인식에 대한 탐

색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한 연구의 필요

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포함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이 되는 H위탁기관의 위탁부모

들 자체의 수가 126사례로 적기도 하지만 조사에 포함된 위탁가정이 71개 가정으로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하 다. 그래서 위탁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심도 있

는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위탁부모와 위탁기관의 역할을 각 당사자들

에게 조사하고 그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입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분석한다면 보다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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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Research on Characteristics and Role Perceptions of 
Korean Foster Parents :

Based on Cases of H Foster Care Center
Kim, Ju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research was performed responding to the growing needs of Korean foster 

care programs. It deals specifically with the people who voluntarily provide foster 

care despite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The research has also made an effort to 

understand how the foster parents perceive their parent roles for the foster childre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 parents from the H foster care center, 

it showed that foster parents generally come from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compared to their equivalent age group and also similar or even higher income 

levels than the average family residing in an urban area. Conclusively, their traits in 

socio-demographic factors is said to be homogeneous. 

The research also focused on examining the role perceptions of Korean foster 

parents. The foster parents were well aware and educated on the significance of the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s. However, the research recognized some role 

responsibilities that the parents failed to understand. Hopefully the foster care centers 

will take on such responsibilities and contribute in helping the parents realize their 

insufficienc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researcher was able to recognize the 

important issues involved in the recruitment, selection, and education process for the 

foster parents. Additionally, new role adjustments are necessary among both foster 

parents and foster centers.

Key words: foster care, foster parent, rol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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