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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적응경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위탁가정에 진입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 방법 중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지니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11개의 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6개의 개념

이 추출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중심현상을 촉발시킨 인과적 조건은 ‘가족안정성 와해’이며, 위탁아

동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변화’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문화

충격’과 ‘소속감 갈등’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 지지체계’, ‘탄력성 발현’, ‘운명론적 예단’ 등 세 가지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은 ‘권력에의 의지’와 ‘도덕적 우월성 추구’였으며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과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라는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일반위탁가정, 위탁아동, 적응, 근거이론

1. 문제제기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의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 아동의 보호ㆍ양

육을 원하는 가정을 발굴, 선정하여 아동을 리 양육케 하는 제도로 아동의 정상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아동보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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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H복지재단, H수양부모협회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종의 안가정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1985년 광

주와 인천에서 가정위탁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  실시했고 그 결과 2000년 

1,772명이었던 위탁아동은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으로 늘어나 2006년도 6월 

현재 10,095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서비스를 받고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6). 또한 정부는 1999

년 가정위탁보호제도에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003년에는 16개 광역시ㆍ도에 17개의 가정

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 하여 지금까지 운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위탁서비스는 수혜자의 

양적 확 와 함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안착한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은 가정위탁제도의 발전추이에 따라 이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가정위탁제도의 국내적

용가능성에 한 탐색적 논의(김화현, 1980)를 필두로 하여 가정위탁제도의 개념 및 제도의 필요성

(이정림, 1984; 이종숙, 1985),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허남순, 1998; 권은정, 

2002; 이은정, 2002; 최성옥, 2003; 고승희, 2001; 고화순, 2004; 백순미, 2002; 배태순, 2003), 가정위

탁의 양육환경에 한 연구(이송이, 1999),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타 서비스에 한 비교우월성에 한 

연구(윤미국, 2003), 가정위탁계약해지에 한 질적사례연구(김진숙ㆍ이근무, 2005)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내의 연구들은 가정위탁에 한 정책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안

을 제언하여 가정위탁제도의 외형적 성장과 법적, 제도적 지위확보에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가

정위탁 서비스의 주된 수혜자이자 핵심인 아동들에 한 연구는 절 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유리되어 위탁가정에 의뢰, 배치된다는 것은 위탁기간의 장ㆍ단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

사자 아동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외상(trauma)이 될 수 있다(Fanshel 

and Shinn, 1978; Rosenfeld, et al., 1997; Geroski and Knauss, 2000). 당연히 가정위탁 제도나 환경

에 한 접근 못지않게 위탁아동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중 발생개연성이 높은 것이 바로 적응의 문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은 성인에게도 적응곤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처기술이 

미흡하고 더욱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후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이 있는 위탁아동들이 적응문제를 일

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일반인들의 상식적 경험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

땅히 적응에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양심 (2003)과 허남순(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양심 , 허

남순의 국내연구와 외국의 적응 연구들(Chernoff, et al., 1994; Berrick et al., 1994; Murphy, 1997; 

Landsverk et al., 1996; Fanshel and Shinn, 1978; Fein, Maluccio, and Kluger, 1990; Kools and 

Kennedy, 2003; Altshuler and Gleeson, 1999; Barber and Delfabbro, 2005)은 외현적 문제에만 초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문헌에서 내부자

적 관점에서 아동의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적응세계를 탐색하는 연구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례 기

술연구(Kufeldt and Armstrong, 1995; Whiting and Lee, 2003)에 머물러 심층적 경험과정을 규명하

지 못했다. 또한 위의 양적 연구들은 적응여부에 한 판단이 전적으로 위탁양육자의 평가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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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한 기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주관적 세계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적응이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나 자신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간의 절충점을 찾는 권력과

의 타협이 아니라 환경에 한 지배력과 적합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위탁아동의 적응을 논함에 있어서는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발현빈도 등과 같은 외부적 표지(標識) 

못지않게 아동의 내면세계에 한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적응은 환경과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역동성에 한 분석이 필요하

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수집된 양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관점에 기초하여 위탁가정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탁양육체계라는 생경한 환경에 진

입한 위탁아동들의 적응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총체적 관점에서 

위탁아동들의 적응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위탁아동의 유연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지지서

비스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고찰

1) 위탁아동의 적응

위탁아동의 적응에 한 기존연구들에서는 신체적 또는 의료적 건강의 문제(Chernoff et al., 1994), 

인지적 성취 및 학업성취의 부족(Berrick et al., 1994), 학교부적응(Benedict et al., 1996), 정서적, 행

동, 사회적 문제의 표출(Landsverk et al., 1996) 등을 표적인 부적응 문제로 간주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임상적 증상의 양태와 문제증상의 존재유무를 규

명하여 그들의 전반적 적응문제를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외현적 관점에서 적응과 부적응을 이분론적으로 분리시켜 문제 행동의 발현과 부적응을 등

치시키려고 하 다. 특히, 긍정적인 적응을 ‘문제가 발현되지 않음’(Triseliotis, 2002)으로 상정하 고 

아동이 불안, 우울, 공격성이나 폭력수준, 비행이 없는 상태(양심 , 2003; 허남순, 2004; Barber and 

Delfabbro, 2005)로 받아들 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건강과 안녕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기존 적응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도벽, 폭력성과 같이 부정적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

어 아동의 긍정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응을 문제중심의 잣 로만 평가를 한다

면 부정적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나 탄력성(resilience) 등은 측정의 사각시 로 묻혀 총체적인

(holistic)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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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미 가정하기 때문에 학 와 방임을 받거나 부모상실을 경험하고 혈연가족이 아닌 타자와 살아

가는 아동의 삶 자체를 결핍ㆍ병리적(deficit-pathology) 관점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적응을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시켜 환경의 향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했고 아

동의 내적인 탐색과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적응을 인간이 생애 

전 과정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거나(Germain, 1987) 적합성

(goodness of fit)을 취득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Ruben and Kealey, 1979)으로 이해한다. 즉, 긍정

적 적응과 부적응을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중첩(overlapping)시켜 보려는 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적

응문제를 병리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발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권효숙, 2002; 이윤

선, 2002). 따라서 적응연구는 환경이 고정불변하다는 가정하에 적응을 체계내의 질서에 순응하거나 

외부의 요구나 기 에 맞춰나가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

거나 조정하는 주체성 발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방법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 머무는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전반적 적응 기능을 추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적응을 측정할 때 임상가들의 전

문적 식견과 임상적 통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이 배제되었다. 또한, 위탁아동의 적응여

부나 정도에 한 판단이 전적으로 교사, 위탁양육자의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

이 위탁환경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적응해 가는 주관적 세계를 반 하지 못했음은 물론 위탁양육자의 

편견, 가치관, 위탁아동에 한 사적인 감정 등이 개재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

기존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적응을 제 3 자나 연구자들이 규정한 기준과의 일치여부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성을 반 해야 한다는 것과 어떤 특정시기에 문제가 발현되더라

도 개인의 잠재능력에 따fms 긍정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응문제는 개인이 처한 개별

적, 상황적, 발달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시해 준다.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최근의 적응연구들은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적 변화를 발달을 자극하는 

생태학적 전이(Ecological transition)로 보아(Bronfenbrenner, 1979) 환경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변화시

키는 동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McCallum(2002)은 위탁가정에서 성장했던 6명의 성인을 상으로 생애사적 관점에서 심층인터뷰

를 실시하 다. 이 결과 일부 참여자는 애착문제와 우울증세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과거 부정

적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

라도 개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Akullian(2005)의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최소 9년 이상 생활했던 성인 11명을 상으로 회상적 접

근을 시도한 결과 위탁가정에서 받은 부정적 경험이나 부모분리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합리화(rationalization)나 지성화(intellectualization) 등의 인지전략을 동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부정적 경험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위기사건이 타자에 한 

관심을 갖는 구체적 행위로 연결되거나 이상적인 가족을 구상하고 헌신적인 가족구성원 역할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Grriffin(2004)은 계약해지를 자주 경험한 아동들이 일반인들의 경험칙과는 달리 

불리한 경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동원하여 위탁가족구성원들과 일치감을 더 강화시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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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동일한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부정적 향을 가정하

지 않으며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심리, 사회적으로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원

을 찾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위탁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탁아동의 적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주제는 위탁아동의 적응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된 연구로 복잡다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과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별하고 이를 다시 차원에 따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공격성(Cicchetti and Toth, 1995; 허남순, 2004), 비행(Cantos, Cries and 

Slis, 1996), 우울감 및 무력감(Zimmerman, 1988), 발달지체 및 인지문제(Simms and Halfon, 1994) 

등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친가정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위탁양육기간을 연장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기 쉽다(Malik, Lederman, Crowson and Osofsky, 2002).

환경적 요인으로는 위탁가정에서의 차별(Barth and Berry, 1988; Duelling and Johnson, 1990), 위

탁양육자의 부적절한 훈련 및 교육(Rich, 1996), 친부모와 위탁양육자 사이에서 겪는 소속감 갈등

(Leathers, 2003),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Poulin, 1992), 또래들의 낙인(Kool, 1997)등이 적응에 부정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적응을 돕는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높은 자아존중감(Lyman and Bird, 1996), 자기규제능력(Lopez, 1995)을 표적

으로 거론할 수 있고 그 외 환경적 요인으로는 원가정과의 지속적 유 (Johnson and Yoken, 1995), 

위탁양육자와의 성공적인 애착형성(Hallas, 2002), 위탁양육자의 애정적 보호(Simms, 1991), 위탁양육

자의 긍정적 역할모델(Cantos et al., 1996) 및 위탁양육자의 높은 사회ㆍ경제적 지위(Orme and 

Buhler, 2001) 등을 거론할 수 있다.

3) 위탁양육의 문제점들과 개선에 관한 연구

위탁양육은 요보호 아동들에 한 중요한 치료적 개입방안인 것은 확실하지만 1970년 이후 장기위

탁이 늘면서 폐해로 보고되기 시작했다. 위탁가정 내에서의 아동학  및 방임(Berrick et al., 1994), 

잦은 전학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Flectcher, 1993), 위탁양육계약의 빈번한 발생과 아동의 유리

(Courtney, 1995; 김진숙․이근무, 2005)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위탁보호제도의 불안정성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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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이 속성 계획(permanency plan)이다. 

속성 계획이란 아동은 친부모로부터 양육, 보호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하에 아동의 

성장과 기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가족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데(Fein, Maluccio, Hamilton and 

Ward, 1983)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가정위탁에서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전 친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을 보존하는 프로그램(Tatara 

1994) 등이 운 되고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참여자는 현재 일반위탁가정에 진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보호, 양육을 받고 있는 11살 이상

의 위탁아동 8명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 11세 이상의 

아동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구체적 상황을 벗어나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충분히 자기 인식의 세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Gabrino and Scott, 1991) 자신의 삶을 담화수준에서 구술하는 데 적절하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Docherty and Sandelowski, 1999; Whiting et al., 2003).  

(3) 연구참여자 선정과정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세평(世評)적 사례선택전략(reputational cases selection 

strategy)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특정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

문가의 추천을 받아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양육을 지원하는 H수양부모협회의 

실무간사와 경기지역에 위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목적과 내용, 의

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를 의뢰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동

들이므로 현재 양육보호를 하고 있는 위탁양육자에게 허락을 받았고,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에게 

모두 승낙을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 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이유와 동

기를 설명하고 동의를 한 자에 한해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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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방법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심층면담을 3회에 걸쳐 진행하 다. 

면담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 2차에 걸쳐 시행하 다.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 2차 

면담 이후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나 1차 자료 분석에서 확인된 개념적 범주를 더 깊이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3차 면담을 진행하 다.

(2) 문서기록 열람

문서는 처음부터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과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

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된다. 또한 문서기록은 반응성(activity)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을 있는 그 로 드러내도록 해준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 담당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생애사(life history) 파일,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그림일기, 공작품, 친부모에게 보낸 카드나 편지, 친부모로부터 온 편지, 친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가

족화, 위탁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가족 신문, 위탁가정에 오기 전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 및 보관문

서 등을 보완자료로 활용했다. 이 문서자료들은 본 연구자가 복사한 뒤 집으로 가져와 열람한 후 연

구단서를 메모를 했고 비 보장을 위해 연구참여자와 기관에 다시 반환했다. 

3) 연구방법의 평가

질적연구에서 가장 논란의 상이 되는 부분은 엄격성(rigor)이다. 질적연구의 엄격성은 질적연구

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기록 열람과 같은 자

료출처의 다원화 방법 이외에 연구의 엄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지지집단구성과 연구참여자를 통

한 확인방법을 거쳤다. 

(1) 동료지지집단 구성

질적연구자들에게 동료지지집단은 ‘생명의 줄’(Steinmetz, 1991)로 불린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의 균형을 잡는데 이로운 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동료지지집단은 아동복지학 박사 1명, 사회복지학 박사 2명,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하 다.

(2)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

연구참여자로부터 얻는 피드백은 엇갈린 주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McCa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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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 아동 2명에게 해석과정에서 피드백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연구참여자에게 확인을 하 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필사하여 원자료로 만들었다. 이후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이루어졌다. 

4. 결과분석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ㆍ인구학  특성

사례 연령
성
별

학력
원가정
형편

탁원인 탁기간
탁보호
형태

특기사항

참여자1 12 여 5학년
월수입 

200만원 이상
계부학 1년 2개월 일반 탁

형제와 
함께 배치

참여자2 11 여 4학년
월수입 

100만원 이하
부모이혼 빈곤 1년 6개월 일반 탁

참여자3 12 여 4학년
월수입

100만원 이하
부모이혼 빈곤 2년 2개월 일반 탁

참여자4 11 남 4학년 신용불량자 부모이혼 빈곤 1년 8개월 일반 탁

참여자5 12 남 5학년 확인안됨
모 가출,
부 유기

2년 3개월 일반 탁

참여자6 12 남 4학년 확인안됨
부모이혼, 부 
실직, 입원

2년 일반 탁

참여자7 13 남 6학년 확인안됨
모 가출, 
부유기

2년 6개월 일반 탁
형제와 

함께 배치

참여자8 11 남 4학년 100만원 이하 부모이혼 빈곤 2년 9개월 일반 탁

2) 원자료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개방코딩)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지니고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

해 개방코딩을 한 결과 총 11개의 범주와 2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1개의 개념이 구성되었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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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 범주 개념

가족안정성 
와해

가정폭력
계부폭력으로 인한 갈등, 친모 학  이후 연이은 계모의 학 , 친
부모로부터 구타당함

양육의무자의 
책임회피

부의 악의  유기,  친부모의 일방  가출,  부의 고질  방랑벽

양육능력 상실 부의 장기와병, 모의 정신요양원 입소, 부모와의 사별

불안정한 경제  
지

모의 불규칙한 직장생활, 모의 불안정한 수입, 가장의 노동력 상실

주변화

자폐  내면세계 속내를 감춤, 스스로 고립을 자 함,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

탁지 에 
기인한 소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주 로부터 배척당함, 스스로 거리를 둠

과거에 한 
그리움

친숙했던 것들을 그리워함, 옛집을 찾아감, 아버지 사진을 손에서 
떼지 않음

문화충격

양육태도 
불일치로 인한 

혼란
상이한 가치 , 친부와 탁모의 양육태도가 비교됨

문화  경외 부인에게 경어를 쓰는 남편, 아동의 의사 존  

문화  이질감 이방인이 된 듯 한 느낌, 향유문화의 차이, 공감  형성의 어려움

소속감 갈등

핏 이 땡김
친부모가 보고 싶음, 학 의 고통을 상쇄할 정도의 그리움, 친부모
에 한 애증

탁부모의 
타자성

탁부모에 한 거리감 생성, 본질 으로 타인이라는 인식, 가족
행사에 참여배제

지지체계

래들과의 연
래들과 친 하게 지냄,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닌 래들과의 유
, 탁가정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음, 학원동료의 심

친인척들의 
원격지원

큰엄마의 간헐  도움, 조부모의 보기도, 이모가 엄마의 자리를 
신해 

지역사회자원의 
지지

지역사회 지인들의 격려,  종교인들의 이타  사랑, 사설학원장의 
호의

공식  지지체계
담임교사의 살뜰한 보살핌, 탁지원기  종사자들의 지속  지지, 

탁지원센터의 지원, 학교특별활동 참여를 독려

탄력성 발

당당함의 회복
탁양육자의 부당한 처사를 알림, 탁 의뢰된 아동임을 당당히 

밝힘, 주 듦에서 벗어남, 자신의 잠재능력을 자각

원가정 회복 비
고부가가치 획득에 용이한 직업탐색, 정신과 의사되기를 열망함, 
가출한 어머니를 받아들이고자 함, 이상  확 가족을 만들려고 
함

원가정 한 
자 심

가정재건을 해 노력하는 어머니에 한 존경심,  아버지에 한 
존경심

운명론  
단

학습된 무력감
탁가정을 한 경험, 학업포기, 학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 가난이 물림 될 것이라고 측

비합리  
자기귀인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임, 부모의 이혼이 자기 탓이라 여김, 
탁가정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림

<표 2>  탁아동의 응과정에서 나타난 개념, 하 범주, 범주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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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의 
의지

물리력 추구
힘으로 래를 복종시킴, 탁가정 형제를 제압함, 신체  힘을 키
움, 악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함

상황조정
자신의 치를 유리하게 이용함, 연민을 불러일으켜 기를 모면
함, 탁양육자를 조정함,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함

도덕  
우월성 추구

성배양
교회 주일학교에 열심히 출석,  신이  시련으로 인식,  보기도
를 함, 수용  태도

이타  삶의 
목표설정

불우아동을 돕고 싶음, 성공하여 이타  행 를 실천하고자 함, 
탁아동을 돕기 한 인생계획을 설정함

타인에 한 배려
장애아 친구를 늘 도와 , 신뢰와 친 을 시함, 힘든 처지에 있
는 아동을 생각함

탁환경에 
기계  응

심리  유보 불만의 내  은닉, 마음에 각인시킴, 내키지 않아도 지시에 복종

욕구표출자제 학 회장 출마 포기, 도에 멈춤,  

탁환경의 
능동  주조

능동성 문화  충  모색, 주변의 편견 교정

자기성 확보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음, 자신의 삶 설정, 원가정 종교를 고수

(1) 가족안정성 와해 (범주)

‘가족안정성 와해’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나 외부의 경제적 압력 등으로 인해 가족을 지탱하는 

심리, 정서적 기반이 훼손되어 파편화되기 직전의 현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위탁아동들은 친부모 

중 일방의 장기가출, 편모의 정신질환, 부모의 사별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에 의뢰되었다.

① 가정폭력

“엄마가 많이 때렸어요. (이하 중략) 담배 많이 피셨구요. (이하 중략) 아빠한테 막 입술 터지게 맞

았어요”. (친부모로부터 구타당함: 참여자 5)

② 양육의무자의 책임회피

“아빠는요, (원가정에서 함께 있을 때부터) 밖에 나가면 안들어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도 찾다가 지쳐요. 그런데 엄마하고 이혼을 하고 엄마도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 여기 맡긴 

거예요. 여기 이모부, 이모(위탁양육자)한테 가끔 전화는 와요.... 아빠가 나를 바꿔달라고 해놓고서는 

너 중학교까지 계속 거기서 지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너를 평생 데리고 갈 수 없을 거라고 하

면서...”. (부모의 고질적 방랑벽: 참여자 7)

③ 양육능력 상실

“아버지가 몸을 다치셔서 우리를 돌볼 수 없 요. 그래서 여기 당분간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빠

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수술하시고 입원하셔야 한 요. 오랫동안”. (부의 장기와병: 참여자 6)

④ 불안정한 경제  지

“엄마하구 살 때 엄마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싫었어요. 안 들어올 때도  많구... 엄마

가 돈을 많이 못 버셨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들었어요. 엄마가 아침에는 자고 있고 밤에는 일 

나가고.. 저는 혼자 밥 먹었고 학교 갔어요”. (모의 불규칙한 직장생활: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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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화(범주)

‘주변화’란 새로운 환경이나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환경의 주변부에 위치시키

고 머뭇거리는 심적 상태를 지칭한다. 위탁아동들이 직면해야 하는 위탁환경은 안정된 양육체계이기

에 앞서 ‘낯설음’과 ‘혼란’이다. 새로운 가정이 원가정보다 환경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아동들은 위

탁가정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

감은 위탁아동들로 하여금 주변부를 맴돌게끔 하는 심리적 강제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① 자폐  내면세계

“컴퓨터 게임이 제일 좋아요.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구요. 성을 뺏길 때는 열도 받지만 적을 죽일 

때는 시원해요...... 총을 막 쏠 때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우리 누나도 보고 싶어요. 컴퓨터 게임을 

빼면 재미있는 것은 없어요. 친구들도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없고 같이 안 산다고 좀 그렇게 

봐요. 한번도 우리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으니까. 난 공부도 못한다고 늘 여기 엄마한테 혼

나고. 혼자서 컴퓨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 참여자 8) 

② 탁지 에 기인한 소외

“놀러 가는데 나한테는 안 물어 봐요. 나는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타고 싶은데 남산에 갔어요. 떡 

만드는 거 보고 식물원에 갔어요. 여기 엄마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우

리 엄마 손 잡고 놀이공원 다시 가고 싶어요”. (위탁가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참여자 6)

③ 과거에 한 그리움

“우리 아빠 만나서 지하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계속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엄마(위탁가정)한테 와

서 지내는데 아빠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보고 싶을 때 언제나 꺼내 보려구요. 늘 사진을 갖고 다녀

요.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이불 뒤집어쓰고 엉엉 울 때도 많아요. 정말 아빠가 보고 싶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기는 부잣집인데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아요”. (아버지 사진을 손

에서 떼지 않음: 참여자 4)

(3) 문화충격(범주)

‘문화충격’이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이 이질적인 문화체계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 

정서, 신체적 변화를 지칭한다. 특히 열등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개인이 우월한 문화에 접했을 때 충

격의 정도는 크고 부정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은 사회의 객관적 잣 로 보면 열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친부모는 부분 저학력(중학교 중퇴에서 고졸)이 고 사회ㆍ경제적 지위도 낮다

(월평균 수입은 120만원 이하). 또한 방임, 학 , 아동의 권리 무시, 부부 불평등, 가정폭력 등 전형적

인 하위문화 배경에서 성장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이 부인에게 경

어를 쓰는 남편, 가족의사 결정 시 아동의 의사 존중 등의 현상을 목도했을 때 부러움이나 존경에 앞

서 먼저 혼란과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위탁아동은 위탁양육자와 친부모의 상이한 양육태도 

및 양육방식을 접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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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태도 불일치로 인한 혼란

“엄마는요 돈이 제일 중요하 요. 돈이 세상에서 최고래요(이하 중략). 여기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

해 산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매일 제 도시락 가방에 ‘하나님의 아들 000’이라고 써서 주세요. 일요일에

는 교회에 가는데 저한테 꼭 헌금 천 원씩 주시고, 매일 성경말씀 읽고 그래야 해요”. (상이한 가치

관: 참여자 1)

② 문화  이질감

“우리집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아빠는 직장 안 나가면 매일 컴퓨터로 고스톱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모부, 이모는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요. 아빠는 짐 나르다가 다리 다쳐서 누워 계시면서 매

일 술 먹다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모는 학원도 나오셨 요. 집 서재에 외국책도 많이 있

고...”. (향유문화의 차이: 참여자 7)

(4) 소속감 갈등(범주)

‘소속감 갈등’이란 위탁아동의 심리적 딜레마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친부모와 위탁양육자 중 어느 

쪽에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고 신뢰를 두어야 할지에 한 선택의 어려움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탁양육자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위

탁가정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과 위탁양육자들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위탁의 지속과 중단이 결정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친부모에 해 본능적 애착을 지니고 있었

다. 이와 같이 현실적 이익과 본능적 끌림 사이에 연구참여자들은 갈등하고 있었다.

① 핏 이 땡김

“아빠는 술 먹고나서 엄마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나도 깨어 있으면 나도 때렸어요. 그런데 아빠

가 계속 보고 싶어요. 아빠 꼭 만나고 싶어요. 아빠가 요리도 잘 해주셨어요. 아빠가 다음에 꼭 만나서 

에버랜드에 가자고 했는데. 아빠 언제 봐요?”(학 의 고통을 상쇄할 정도의 그리움: 참여자 4)

② 탁부모의 타자성

“여기 엄마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니니까 존댓말을 쓰면서도 존경심도 안들고 그렇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당연히 친근감이 안들죠. 그리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면 속으로 자기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

기도 하고.” (위탁부모에 한 거리감 생성: 참여자 6)

(5) 지지체계(범주)

‘지지체계’란 위탁아동들의 친인척, 지인, 또래, 위탁가정 형제 등 위탁아동들과 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적 지지체계와 위탁지원 관계자(stakeholder), 학교, 지역사회 자원 등을 망라하는 공ㆍ사 지지

체계를 총칭한다. 위탁아동과 접한 관계에 있는 중범위 체계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위탁아동에 

한 차별, 낙인부여 등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위탁아동에게 정상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부분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의뢰 아동이라는 불리한 지위에 속해 있었지만 이들 인적자원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닻(anchor)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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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래들과의 연

“0000협회에서 하는 어캠프에 갔는데요. 거기 가기 전에는 아빠 엄마 없이 지내는 아이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나 같은 아이들이 많고 같이 마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서 좋아요. 00이 형을 알았는데 형이 전화도 가끔씩 해줘요. 우리 형하고 자주 만나서 놀고 싶어요. 나

는 이다음에 선생님이 된다고 했고 형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닌 또래

들과의 유 : 참여자 5)

② 친인척들의 원격지원

"지난번에 큰엄마에 가서 이틀인가 지내다 왔어요. 큰엄마가 나한테 피자도 사주고 돈도 만원 주었

어요. 우리 큰엄마는 한 달에 한번 씩 와서 자고 가라고 했어요. 큰 엄마가 불쌍하다고 책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줬어요". (큰엄마의 간헐적 도움: 참여자 2)

③ 지역사회자원의 지지

"00마트 아저씨는 나한테 잘해줘요.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줄 때도 있어요. 그 아저씨도 고아원에서 

컸 요. 저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자주 말해줘요. 그리고 위층에 사는 아줌마는 나한테 인사 잘한

다고 예의바르다고 늘 칭찬해 줘요". (지역사회 지인의 격려: 참여자 3)

④ 공식  지지체계

"그 때 그 안경 쓰고 키 큰 선생님하고 같이 캠프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쁜 

연필하고 필통선물도 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사무실 전화번호 주면서 힘들 때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집(위탁가정)에도 가끔씩 와서 엄마랑 이야기해요. 이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려구요". (위탁지원 기관 종사자의 지속적 지지 : 참여자 4)

(6) 탄력성 발현(범주)

‘탄력성(resilience)’이란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Garmezy, 1993)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위탁양육시스템에 진입한 후 한동안은 혼란과 부

적응양상을 보 으나 일정기간(평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에 착수했다. 

① 당당함의 회복

“처음 올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매일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

어요. 저번에 엄마 만났을 때 엄마가요, 빚 많이 갚았고 월급받아 저축한다고... 우리랑 같이 집 살려구

요... 내년이면 나 데리고 간 요. 우리 엄마도 나하고 같이 살도록 매일 기도한 요. 학교에서도 발표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주눅듦에서 벗어남:  참여자 3)

② 원가정 회복 비

“우리 가족이 헤어진 것은 돈 때문이에요. 저는 이다음에 크면 돈을 많이 벌거예요. 우리 엄마(위탁

엄마)가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중국어

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이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학원에 다녀요(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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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다음에 커서 축구선수를 하려구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 찾을 거예요. 그리고 위탁부모

님께도 효도하고". (고부가 가치획득에 용이한 직업탐색: 참여자 5)

③ 원가정에 한 자 심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말하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빠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요. 우리 엄마(위탁엄마)도 우

리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엄마도 우리 아빠 좋으신 분이래요. 이번에 내 선물도 사

주고 우리 언니(위탁가정내 친자) 선물도 사다 주셨어요". (아버지에 한 존경심: 참여자 2) 

(7) 운명론적 예단(豫斷)(범주)

‘운명론적 예단’이란 현재의 불행이나 고난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개인의 수동적이

고 무기력한 반응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중 일부는 잠재된 탄력성이 발현되어 현재의 악조건을 극

복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 지만 또 다른 일부(1, 7)는 자신들의 미래를 우울하게 전망했다.

① 학습된 무력감

“공부가 잘 안되요. (공부는) 제가 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진로도 고민하

지 않아요. 되는 로 사는 게 편해요." (학업포기: 참여자 1)

② 비합리  자기 귀인

“아빠가 나를 고아원에 보내기 전에 고모집에 있었는 요. 내가 온 뒤로 고모가 매일 고모부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모가 이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나 때문에 이혼한 것 같아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고모부가 싸우시면서 내가 온 뒤에 사업도 잘 안된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하중략) 여기 오고 나서 또 엄마 암이 더 번지셨어요". (위탁가정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림: 참

여자 7)

(8) 권력에의 의지(범주)

‘권력에의 의지’란 상황을 타개하거나 역전시키기 위해 타인을 제압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지칭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1, 7)은 자신들의 열등한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내적 충실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신체적 힘의 과시를 통해 또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 로 이끌고 가려는 두뇌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① 물리력 추구

“학교친구들이 엄마아빠랑 같이 안산다고 놀리면 화가 나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친구들 때리

기도 하고 욕도 해요. 저 우리 선생님한테도 욕도 한 적 있어요". (위악적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함: 

참여자 1)

② 상황조정

“우리 형제가 엄마(위탁부모)지갑에서 돈을 꺼냈는데 엄마가 알았어요. 니네 집에 돌려보낸다고 했

고,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이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한번 더 그러면 경찰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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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그러겠다고 빌었고 반성문도 썼어요. 동생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빌면서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 팔도 주물러 드

리고 심부름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엄마 맘이 많이 풀어지셨어요". (연민을 불러일으켜 위기를 

모면함: 참여자 7)

(9) 도덕적 우월성 추구(범주)

‘도덕적 우월성’이란 타인들에 비해 빈약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이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 

남들이 쉽게 지닐 수 없는 요소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연구참여자들(2, 3, 5)은 경제적 지

원이나 부모의 도움 없이도 개발이 가능한 정신세계에 치중했다.

① 성배양

“우리 목사님(위탁아버지)이 그러는데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유 민족을 

구원했 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여기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다니엘

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신이 준 시련으로 인식: 참여

자 5)

② 이타  삶의 목표설정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으니까 꼭 성공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합기도를 하지만 이차는 사업쪽

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나처럼 가정환경 때문에 축구를 못한 아동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싶어요."(성

공하여 이타적 행위를 실천하고자 함: 참여자 3)

③ 타인에 한 배려

제일 친한 친구가 00이예요. 걔는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요. 제가 매일 그 아이 가방을 들고 다

녀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그 아이랑 같이 떡볶이도 사먹고 그래요. 그리고 캠프에 왔을 때 

00이가 자기 엄마 못 만났다고 계속 울고  그랬는데 제가 달래 주었어요". (장애아 친구를 늘 도와줌: 

참여자 2)

(10)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범주)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이란 위탁양육시스템이란 특수한 환경이 불가피하게 지닐 수 밖에 없는 

압력에 순응하여 환경의 요구를 그 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환경에 맞추는 형태를 지칭한다. 연구참

여자들 중 일부(1, 8)는 위탁가정에서 또다시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에서 원하는 맞춤

형 아동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① 심리  유보

“(예배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적응이 전혀 안되었어요. 귀찮으면서도 참석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자

꾸 하다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싫어요. 여기 집에서 하라고 하니까 참석해야 하지요. 아빠 있을 

때는 교회 안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 없어요. 그래도 다니야 하니까.. ”(내키지 않아도 지시

에 복종,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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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욕구표출자제

“솔직히 이번에 학급회장으로 출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러면 엄마가 와서 해야 할 일이 많으

니까.... 여기 엄마는 많이 바쁘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하시는 일이 많아서.. 학교에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포기했어요. 솔직히 하고 싶기는 했는데..” (학급회장 출마 포기: 참여자 8)

(11)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鑄造)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란 위탁아동이 주체가 되어 자기를 둘러싼 환경적 구조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주어진 기존의 틀에 자신을 기계적으로 맞추어 적응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참여자3, 5)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보장받는 적응양상을 

보 다.

① 자기성 확보

“여기서 교회집사님들이 우리를 보면 늘 불쌍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더 잘해 주려고 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또 사고를 치는 아이라고 보기도 해요. 동정받는 것도 싫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전에는 여기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그게 힘들었어

요... (이하중략) 곧 고모가 저를 데리고 가신 요. 그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왠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싫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고유성 찾음: 참여자 5)

② 능동성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꼴등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엄마(위탁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리

고 화가 날 때는 니네 집 가라고 했어요. 제가 돈 훔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누구 닮아서 그러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이번에 학교에서 으뜸상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엄마가 이뻐하

세요. 여기 엄마가 그러는데  지난 번 담임선생님 만났을 때 내 칭찬을 많이 했 요, 얘가 너무 달라

졌다고 하면서..” (주변의 편견을 교정: 참여자 3  )

  

3)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 분석 (축코딩)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원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속성

(property)과 차원(dimension)을 중심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속

성은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특성이나 특질을 말하며 차원은 연속선상에서 속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이

다(Strauss and Corbin, 1990).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이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에서와 같다.

(1) 중심현상(Phenomenon)

현상이란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연구관련집단에 관계되는 중심생각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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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Strauss and Corbin, 1990)로 연구참여자들에 발생한 주요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가족안정성 와해라는 충격적 경험을 하고 위탁양육시스템으로 진입한 뒤 공통적으로 

행동, 정서, 인관계 등에서 변화를 경험했는데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현상을 보 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화’현상이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주변화
기간 일시 ---지속

범 넓음--- 좁음

(2)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이란 현상을 촉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일련의 사건들과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을 의미

한다.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은 ‘가족안정성 와해’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악의적 유

기, 모의 장기와병, 편부의 삶의 의지상실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했다. 가족안정성 와해의 속성은 

‘기간’으로 설정했고 차원은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표 4〉 인과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가족안정성 와해 기간 단기---장기

(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생성하는 특수한 조건을 말한다. 근거자료

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주변화’에 향을 미치는 특수하고도 구체적인 조건은 ‘문화 

충격’과 ‘소속감 갈등’으로 나타났다. 주변화에 처한 아동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받는 문화충격을 어떻

게 흡수하고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변화’라는 부정적 위치를 탈피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위탁양육자체계와 친부모 체계 중 어느 쪽에 자신을 편입시킬 것인가에 한 딜레마인 소속

감 갈등 역시 중심현상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충격’과 ‘소속감 갈등’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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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맥락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문화 충격
강도 강함---약함

연속성 지속 ---일시

소속감 갈등
정도 큼---작음

연속성 지속 ---일시

(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전후관계’로서 특정한 전후관계 내에서 취해

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Strauss and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적응과정에서 취해지는 상호작용 전략이 ‘지지체계’, ‘탄력성의 발현’, ‘운명론적 예

단’에 의해 조장되거나 강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재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지지체계 강도 강함---약함

탄력성 발 강도 강함---약함

운명론  단 존재 있음---없음

(5)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들 아래서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고 거기에 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략들(Strauss and Corbin, 1990)을 말한다. ‘주변화’라는 현상에 응한 연구참여자들

의 처전략은 ‘권력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신체적 힘을 앞세워 

또래들의 리더가 되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만을 선택적으로 하는 등 처전략을 구사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주변화’라는 중심현상에 

처하기 위한 전략들로 결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범주로 구성

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표 7〉 작용/상호작용 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권력에의 의지 정도 큼---작음

도덕  우월성 추구 정도 큼---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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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결과란 어떤 현상에 처하거나 그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직접적 산물

이다. 결과는 의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실제적일 수도 있고 잠재적일 수도 있다(Strauss and 

Corbin, 1990). 본 연구 참여자들은 ‘권력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라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

한 전략들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낳았는데 첫째는 환경의 압력이나 요구에 순응하여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기계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에 한 지배력을 획득하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에 해당하는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과 

‘위탁환경의 능동적 주조’의 속성과 차원은 <표 8>과 같다.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탁환경에 기계  응 정도 큼---작음  

탁환경의 능동  주조 정도 큼---작음

    

〈그림 1〉 탁아동의 응과정 패러다임 모형 

4) 핵심범주(Core Category)와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이를 다른 범주에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핵심범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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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서술적 이야기(storyline)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키

고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련하여 서술적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다(Strauss and Corbin, 

1990).

(1) 핵심범주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아동의 적응경험에 한 핵심범주로 ‘자기의미 찾기’를 선택했다. 아동들이 

일단 ‘가족안정성 와해’로 인해 위탁양육시스템에 진입하면 그들에게는 위탁의뢰아동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부여된다. 친부모에게 부렸던 어리광이나 투정은 용납되기 힘들다. 더욱이 자신의 성장배경과

는 상이한 문화와 접변하게 되어 ‘문화 충격’이 생성되고 또한 친부모와 위탁양육자 중 어느 쪽에 자

신의 전부를 의탁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속감 갈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경험들

로 인해 위탁아동들은 자신의 존재가치, 이유, 의미 등에 해 회의를 품게 된다. 자연히 자신의 차지

를 찾지 못한다. 자리, 즉 존재로서의 실존양식을 확보하지 못한 위탁아동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 자신

의 전부를 던지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며 중심부를 탐색하거나 규찰하는 ‘주변화’현상을 겪게 된다. 

하지만 주변화 현상은 오래가지 않는다. 위탁아동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를 정초(定礎)하기 위

해 실제적, 잠재적 노력을 경주한다. 이들의 자리매김 작업은 외적 환경과 내적 성향에 의해 향을 

받는다. 위탁아동을 둘러싼 환경 중 미세수준인 지지체계와 중범위 수준인 공식적 지지체계의 우호적 

지지와 개인의 자기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성 발현’에 의해 격려되기도 하지만 환경 속에서 은

하게 작동하는 부정적 위탁경험에서 기인한 ‘운명론적 예단’에 의해 방해받기도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자기의미 찾기’는 이제 위탁아동의 전략적 응에 의해 그 양태가 결정되는

데 일부는 ‘권력에의 의지’를 통해 자기 의미를 찾으려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 우월성’을 통해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때 권력에의 의지를 전략으로 삼은 아동들은 곧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권력이 너무나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위탁환경에 기계적 적응’으로 양상을 보인

다. 이들의 자리 찾기는 외견상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또 다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도덕적 우월성’을 전략으로 삼은 아동들은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주조’하여 환경을 재편

하고 이를 가공자원으로 만든다. 이러한 위탁아동들의 자리 찾기는 환경과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도 호혜적 관계를 구축한 주체적 자기의미찾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에서 기술한 핵심범주의 ‘자기의미찾기‘의 속성과 차원은 <표 9>에서와 같다.

〈표 9〉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기의미 찾기 의지 능동 ---수동

(2) 서술적 이야기 구성(Story Line)

연구참여자들이 ‘가족안정성 와해’로 위탁양육시스템에 진입하게 된 원인과 경로는 복잡하다.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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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학 , 방임, 리양육자의 양육능력 상실, 편모의 장기와병 등이 원인이 되어 연구참여자들의 양

육지위는 크게 손상되고 불안정해졌다. 이들은 주로 친부모의 의뢰로 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양육

이 이루어진다. 친부모를 신하여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진 아동들은 처

음에는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된다. 부적응을 유발한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를 정신적 외

상에 기인한 아동의 정서적 혼란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공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원가정과 상이한 위탁가정의 문화, 친숙했던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고 익숙해 져야만 

하는 적응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이다. 

위탁가정의 물리, 경제적 환경은 위탁아동의 원가정의 환경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위탁아동들은 

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살던 지하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주사를 

일삼던 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의 위탁아동들의 심리, 정

서, 행동적 상태를 수사학적으로 묘사하면 ‘한쪽 발은 방안에 들여놓고 또다른 한쪽 발은 방 밖에 놓

아두고 사방을 훔쳐보는’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방황하던 

위탁아동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환경’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고 나름

로 적응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위탁아동의 적응은 진공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위탁양육자, 담

임교사, 지역사회구성원, 또래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들의 지지는 위탁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내

재되어 있는 담론 권력은 위탁아동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차별적 구조를 생성케 한다. 위탁아동을 

‘필리핀 아이 같다’고 말하거나, ‘교실물건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위탁아동을 지목’하는 담임교사와 ‘엄

마 없는 아이’라고 놀리는 또래들도 담론 권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탁아동의 적응을 돕거나 저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위탁아동의 마음자세다. 이는 생래적으로 부착

된 고정불변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 개인적 특질과 환경이 서로 충돌하거나 타협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 경험과정의 산물이다. 어떤 아동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

어 위탁아동을 돕겠다’고 하거나 가세가 기울어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어떤 아동들은 주변의 모든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의기소침하거나 가난이 물림 될 것

이라는 체념에 빠지기도 하는데 위탁아동의 적응에 있어 이와 같은 요소들은 환경적, 구조적 요인 못

지않게 주변인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데에 향을 준다.

주변인적 지위에서 일탈하기 위해 위탁아동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위탁아동이라는 지위

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위탁부모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작위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고 도

덕적인 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아동들도 있었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친 아동들은 결국 위탁환경에 적응하게 되는데 적응의 양상은 두 가지로 분

류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고유성을 희생하며 위탁환경에 수동적으로 몸을 맡기는 기계적 적

응이다. 이들은 환경의 요구나 질의에 해 부분 정형화된 모범답안을 제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수용하는 유연한 적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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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아동의 적응과정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형분석을 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선택했다.1) 가설

적 관계 진술문과 유형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설적 관계 진술문

① ‘지지체계’가 강하고 ‘탄력성 발현’이 크며 ‘운명론적 예단’이 약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

력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지체계’가 강하고 ‘탄력성 발현’이 작으며 ‘운명론적 예단’이 강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

력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에 기계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③ ‘지지체계’가 강하고 ‘탄력성 발현’이 작으며 ‘운명론적 예단’이 약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

력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지지체계’가 약하고 ‘탄력성 발현’이 크며 ‘운명론적 예단’이 강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력

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에 기계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⑤ ‘지지체계’가 약하고 ‘탄력성 발현’이 크며 ‘운명론적 예단’이 약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력

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주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지지체계’가 약하고 ‘탄력성 발현’이 작고 ‘운명론적 예단’이 약한 경우의 ‘자기의미찾기’는 ‘권력

에의 의지’, ‘도덕적 우월성 추구’를 통해 위탁환경에 기계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2) 위탁아동 적응과정의 유형분류

위탁아동 적응과정의 유형분류는 <표 10>에서와 같다.

1) 가설적 정형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건인 ‘지지체계’, ‘탄력성 발현’, ‘운명론적 예단’과의 가
설적 관계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했다. 그 다음은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설정해야 하는데 우
선 원자료에서 도출된 중재적 조건에 따라 핵심범주와 작용/상호작용, 결과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조, 검토하여 구성했다. 이렇게 하여 총 8가지의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구성했는데 이중 보편타당한 경험칙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진술문과 원자료에서 
지지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진술문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6개의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설정했다. 이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
용 전략, 결과의 각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여 ‘유형’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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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탁아동 응과정의 유형분류

 유형

패러다임
임기응변형 실타 형 개척자형

상 가족안정성 와해(장기) 가족안정성 와해(장기) 가족안정성 와해(장기)

인과  조건 주변화(지속 . 넓음) 주변화(지속 , 좁음) 주변화(일시 , 좁음)

맥락  조건
문화 충격(지속 , 강함)

소속감 갈등(지속 , 큼)

문화 충격(지속 , 약함)

소속감 갈등(지속 , 큼)

문화 충격(일시 , 약함)

소속감 갈등(일시 , 작음)

재  조건

지지체계(약함)

탄력성 발 (약함)

운명론  단(있음)

지지체계(강함)

탄력성 발 (약함)

운명론  단(없음)

지지체계(강함)

탄력성 발 (강함)

운명론  단(없음)

략
권력에의 의지(큼)

도덕  우월성 추구(작음)

권력에의 의지(작음)

도덕  우월성 추구(작음)

권력에의 의지(작음)

도덕  우월성 추구(큼)

결과 탁환경에 기계  응
탁환경의 능동  주조에 

근
탁환경의 능동  주조

핵심범주 자기의미찾기(수동 ) 자기의미찾기(수동 ) 자기의미찾기(능동 )

① 임기응변형

임기응변형 위탁아동들은 뚜렷한 목표나 일관된 응전략도 없이 상황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맞추

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응변형에는 참여자 1, 7이 해당되었다. 임기응변형과 현실타협형을 가

르는 중요한 요인은 운명론적 예단인데 이들은 운명론적 예단에 빠져있어 자신들을 미래로 기획, 투

사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여러 번 위탁가정을 옮겨 다닌 아동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지지체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적 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힘만을 과시하여 타인을 압도하려고 하거나 조정하려는 차원에 머물러 타인들로부터 수용되지

도 못하고 능력에 한 인정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유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환경에 자신을 맡

기는 식으로 적응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실타 형

현실타협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뚜렷한 자기 주관이나 목표 없이 환경의 요구나 압력에 자기를 

맞추는 수동적인 태도로 위탁환경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 다. 현실타협형에는 참여자 4, 6, 8이 해당

되었다. 현실타협형과 개척자형을 가르는 분기요인은 탄력성의 발현과 소속감 갈등인데 이들은 부정

적 경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탄력성이 미약하게 발현되었고 소속감 갈등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

되었다. 또한 이들은 권력에의 의지 성향이 약한 반면, 도덕적 우월성을 성취하려는 정도가 미약하게 

발현되었다.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임기응변형처럼 외부의 요구나 기 에 어긋나는 자의적 행동

을 하거나 자신을 은폐하지는 않지만 개척자형처럼 위탁환경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타인에 한 관심이 미약하게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현실타협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은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주조하는 데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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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③ 개척자형

개척자형에 속한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강인한 의지와 유연한 처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다른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처럼 주변화 현상을 겪었고 문화충격과 소

속감 갈등을 경험하 지만 운명론적 예단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지체계가 강했으며 특히 탄력성이 강

하게 발현되었다. 또한 도덕적 우월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개척형에는 참여자 2, 3, 5가 

해당되었다. 이들은 원가정의 종교, 자기의 고유성을 견지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고집스러움, 반

항, 반동 형성적 행동 등을 동원하지 않고 유연한 조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지켰다고 분석된다. 특히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편견을 성숙한 방법으로 교정시켰다. ‘학습부진’에서 벗어나 으뜸상

을 수상한 연구참여자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척자 유형의 아동들은 위

탁환경을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우호적 자원으로 만들어 확고한 자기 자리를 점유하는데에 성공했다

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위탁가정에 편입되면 원가정의 조건이나 환경 또는 아동이 개인

적 역치(threshold)를 불문하고 주변화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환경에 한 반작용으

로 스스로를 고립된 세계에 유폐시키거나 또는 고통과 학 의 경험으로 점철된 원가정을 그리워하며 

이것들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과거로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 다.

둘째,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의미를 찾기 위한 모색과 실천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탄

력성 발현’과 ‘운명론적 예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탄력성 발현의 향을 강하게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성을 획득한 후 위탁환경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위탁환경에서 자기

의 의미를 찾았고 운명론적 예단의 향을 강하게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환경과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위탁환경 속에서 심리적 이방인으로 남게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기계적 적응과 능동적 주조 두 가지의 상이한 결과를 보 다. 탄력성 발현의 향

을 강하게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고유성을 획득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편하고 또한 이를 자

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는 데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과 타협

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고유성과 신체ㆍ심리적 안녕을 교환하는 기계적 적응을 보 다. 이들

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욕구표출을 억누르며 위탁양육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는가 하면 마음에

도 없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동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은 내심에는 억눌리고 왜곡된 욕망이 농축되어 있었지만  외견상 모범적이고 적응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을 인과적 단선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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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고유성을 유지한 일부 참여자들은 초기부터 성공일변도의 삶을 구가하지 않았다. 탄력성 발현을 

보인 참여자 3은 위탁가정 진입 초기에 위탁양육자와의 갈등과 주변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

고 문제행동을 드러내었지만 이를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 다. 탄력성 발현을 보인 부분의 참여자

들(참여자 2,3,5)은 처음부터 주체적인 힘과 능동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보다는 후퇴와 전진을 반복했

다. 이는 탄력성 개념 자체가 고정되거나 절 적인 속성이 아니라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연구와 관련된다(Luthar, Cicchetti and Becker, 2000). 이와같은 맥락에서 현재 문제행동

을 보이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부적응 아동’라는 결정적 시각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본 연

구에서 과거에 몰입되어 한때 자폐적 성향을 보 던 참여자 4는 원가정을 회복하고 재건하려는 의지

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 로 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탁아동에 한 지지서비스에 있어 유형별 접근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아동들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지서비스로는 위탁

아동들의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유형별 접근에 해 부언하면 임기응변형 아동

들에게는 지지체계를 강화해 주고 체념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

위기로 인한 과거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가정에 진입하므로 진입 이전부터 이들에 한 

심리적,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타협형 아동들에게는 탄력성의 발현을 조장할 수 있는 지

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속감 갈등과 문화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척자형 아동들에게

는 그들의 현실극복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지적 서비스와 다른 유형에 속한 아동들의 멘토가 됨으

로써 스스로 임파워링을 키우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위탁가정에 배치되기 전 위탁양육희망자와 위탁아동의 예비접촉을 강화하여 라포형성을 

용이케 하는 서비스의 제공이다.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아동들은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공통적

으로 문화충격과 소속감 갈등을 겪었다. 이는 부정적 현상인 주변화에 큰 향을 준다. 따라서 문화충

격과 소속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칭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위탁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만나는 가운데 예비 접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속감갈등은 친부모와의 면접 이후 빈번

해 지므로 친부모 면접이후 아동의 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위탁가정에 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의 확립이다.  부분의 위탁양육자들은 이타적 동

기에서 위탁양육을 시작했지만 일부의 경우 위탁양육가정에서는 또 다른 차별과 정서적 학 와 방임

이 은 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감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탁아동 지지체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개발의 필요성이다. 그

간 가정위탁은 위탁양육자, 위탁아동, 친부모, 위탁지원기관이 4자 체계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다. 하

지만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지인들의 지지와 격려는 위탁아동들의 긍정적 적응에 큰 

향을 주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이들의 위탁아동에 한 배척은 아동들의 적응에 부정적 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탁양육자 이외에 멘토링과 같은 후원자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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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들은 위탁아동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위탁

양육자들의 자의적 양육태도와 학 와 방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도덕적 우월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다. 기존적응연구들은 아동, 청소년기에 발현

되는 임상적 증상의 양태와 문제증상의 존재유무를 규명하여 치료기회 제공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자칫 아동들이 문제아로 낙인받거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체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들의 의지를 촉발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정신세계에 

몰입하고 초월적 상에게 의지하는 행위를 드러내고  타자에 한 관심을 뻗치려는 내적 노력을 견

지하 을 때 자신과 환경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수 있었다. 도덕적 우월성은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극

복할 수 있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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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ildren's Adaptation in the Foster Care :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Kim, Jin-Sook 
(Sungkyunkwan University)

Lee, Hyuk-Koo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daptation experience of foster 

children.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8 

foster children in and over 4th grade. In data analysis of this qualitative study, 

the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was used. The raw 

data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 with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open coding, through theoretically sensitive and constant comparisons method. 

As a result, total 11 categories, 30 subcategories and 96 concepts were generated.  

In summary, the casual condition that caused the core phenomenon was ‘family 

stability collapse’.  The core phenomenon that foster children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adaptation was 'marginalization'. The contextual condition that 

affected the outcome was 'cultural shock' and 'loyalty conflict.’ The intervening 

condition that promote or restrain the action/interaction on core phenomenon 

were, 'support system', 'resilience menifestation ', 'negative predestination'.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y on core phenomenon were 'will to power’ and 

‘pursuing moral superiority'. As a result, two concepts, ' mechanical adaptation 

to foster care environment' and 'active formation' of foster care environment' 

were assumed.

Key words: foster care, foster child, adaptation, grounded theo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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