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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변화와가족복지 

이미정*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번화하고 있다 전통적 가족과 비교하여 

가족의 기늠이 축소해 감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복지제공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 

회적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약한 우리사회메서 복지제공자로서의 가족의 역할 

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더욱 중요하다 가족복지정책는 다앙한 가족관련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이 내외적 충격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원활한 역할 수행파 사회참여를 지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문제상황에 처한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적 제한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 여성의 역할변화 등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비스는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펀적서비스로 변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가족복지 옥구가 계층별로 어떻게 다른가 

를 파악하려고 했다 가족복지욕구는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빈 빈곤 계층 

에서는 피부앙자의 부담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경항이 강했고， 중산층에서는 

피부앙자로 인한 정서적 · 심리적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었다 계층별로 상이한 복 

지옥구를 감안하여 다양한 가족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크다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에 의한 복지에서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란하고 

지원하는 가족을 통한 복지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l.서론 

한 개인의 복지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개인과 그가 소속되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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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배 

경의 개인별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큰 구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가족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사회복지제도는 가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기에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가족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혜경， 

1996) . 

사회성원의 복지에 큰 기여를 해 온 가족의 모습은 급속하게 변화해왔다 평균수 

명의 증가， 핵가족의 확산， 출산력의 감소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가치관 또한 바뀌고 있다. 소규모 가족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은 가족의 보호기능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족내에서 노인의 지위가 감소하고 상 

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노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어 물질적 정서적 자원의 

배분이 자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족내에서 복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의 

역할을 하던 여성의 입지 또한 변화하였다- 가부장제적 전통에 순응하여 부계중심 

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여성들의 역할과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이것은 여성 

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자의식의 성장， 전통규범의 약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이 증가함으로써 가족내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주된 역할 

을 해 온 여성의 역할을 다시 고려해보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부양에 큰 기여를 하던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와 여성의 자의식 성장으로 과거의 노인부양 방식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 

부양과 관련된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는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에 크게 의존하였던 노인부양과 자녀양육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 

화에 상응한 사회적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 가족의 다양한 기능이 축소해감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관으로서의 가족의 

사회적 기능은 현대의 가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의 규모가 축소하 

고 자녀의 사회화와 노인부양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가족의 복지 기 

능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의 어떤 사회복지기관보다도 여전히 개인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약한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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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능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변화하는 가족의 모 

습을 볼 때. 개인의 복지를 가족에 의한 복지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훈의 증가 등으로 어느 계층에서도 가족 관계는 일순간에 변화하여 가족의 복지 

제공 기능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계계층에게만 제공 

하는 최소한의 복지 제공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공을 시도 

해야할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복지기능이 약한 우리사회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 

면서， 가족이 계속 구성원을 위한 복지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의 와해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 

던 것을 볼 때 가족의 틀이 유지된다는 것이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알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정책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계층 

에서의 가족 복지 욕구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들 가족에서의 복지욕구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 

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이들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려고한다 

2. 가족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족복지는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의 원활한 기능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김성천， 1985) , 가족 구성원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을 둘러싼사회환경이 가족의 기능을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의 내적 외적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내 역할 수행과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대책을 의미한다(최성재 ， 1995)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포괄적이듯이 가족복지와 관련된 가족정책 역시 그러하 

다‘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제반 활동을 가족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과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가족정책의 사례로는 결손， 빈곤가족 

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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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외 . 1997). 가족정책의 전개를 일하는 여성의 지원과 유아보호라는 측면에 

서 정리하기도 한다(Kamerman & Kalm, 1978). 

가족복지의 범위， 내용， 방향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문제가족에 대해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방식이 

있다(Kamerman & Kalm, 1978). 절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가(Pecora etc., 1992; Zimmerman, 1995).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가 

족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한다. 가족복지서비스 제공자 

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에게 가족의 복지를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원하여 여성이 그 역할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한 가족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가족복지의 내용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볼 것인가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 가족의 모습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변 

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 가족복지의 내용은 달라 

진다 미국에서는 이혼의 증가 등으로 편친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의 다양성 

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전통적 핵가족을 지지하는 가족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Kamerman & KaIm, 1978). 미국의 경 우는 가족을 사적 인 영 역으로 간주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문제시하고 문제 가족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이혜경 . 1996).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 

하여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이혜경 . 1996)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족이 안정을 찾아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미 

국에서의 가족정책은 빈곤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혜경. 1996) . 

이에 반해 스웨멘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복지 정책을 전개해나가고 있 

다. 스웨댄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가족의 보호 기능을 지 

원하려고 한다(이혜경 . 1996) 스웨멘에서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을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 

임으로 규정하고 가족내에서 이들이 평등하게 가족과 관련된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혜경. 1996)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가족복지 정책으로 개호보험을 들 수 있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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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만성질환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장경섭 외. 2000) . 개호보험은 노화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호노 

인에 대한 보건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재원을 사회보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장경 

섭 외. 2000). 개호보험은 개호와 관련한 가족의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가족 

이 개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 

로 등장하였다. 개호보험 이후 일본의 가족은 재택개호서비스나 공적 -사적시설을 

통한 개호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호보험은 가족의 만성질환 부양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을 통한 복지서비스제공을 보완하 

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우리사회에서의 가족복지는 가족에 의한 복지가 근간을 이루었다 개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인의 복지는 전적으로 가족에 의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정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사후치료적 차원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변용찬 1995 ; 장경 

섭 외 200이. 복지서비스는 가족을 통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제공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는 취약집단 대상별로 복지 욕구가 다를 

것을 가정하여 장애인， 요보호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나 시설보호사업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신도철. 1996). 반면 취약계층 이외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 

약한 편이다. 가족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직계가족과 핵가족을 유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홍식 . 1996).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계계층 중심의 가족복지를 살펴보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각기 복지욕구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집단별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서울특별시. 1997). 많은 요보호 대상자들이 가족내에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가족상황을 고려한 지원보다는 개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대장경섭 외. 2000). 사실 이들 대상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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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호기능의 약화나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원활한 

보호기능 회복을 위한 전체적 고려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급속하 

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를 생각할 때 개별 가족에 의한 요보호 노인의 부 

양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들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립이 필 

요하다(서울특별시， 1997)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주된 기능을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으로 보는 경향이 강 

하다(이혜경， 1996) , 장애인이나 노인 등 요보호 가족구성원의 부양을 시설을 통하 

기보다는 가족내에서 해결하려는 가족중심주의적 경향이 강하다(서울특별시， 1997) 

가족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한가지는 노인， 청소 

년， 장애인 등의 문제를 가족해체와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것으로 보며 이것에 대 

한 지원 방안으로 가족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보 

호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족정책의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다(신도철， 1996) 가 

족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였 

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자， 노인， 아동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 

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보호기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족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의 입장은 보다 적극적이며 진보적 입장 

의 가족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을 공 

식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가족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이혜경， 1996; 장경섭 외， 2000)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가족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1990년대에 들어 

서는 한계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가족복지를 다루는 포괄적 정책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장경섭 외， 2000) ,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가 

족의 모습을 고려할 때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의 예로는 아동 · 노인부 

양 가족 수당， 보편적 노령연금， 자녀를 위한 청소년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가정봉 

사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등을 들 수 있다(정경희 -서미경. 1996) 이외에도 결혼상 

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부관계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에서 원만 

한 가족관계 유지에 도움을 제공하여 가족관계의 와해로 인한 사회문제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정경희 서미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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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의 복지현황과 복지욕구 

가족의 복지현황과 복지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서울， 춘천， 청주 

의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모자가정， 청소년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가 있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 

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청소년가정이라 함은 가구 구성원중 노 

인， 장애인. 청소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춘천， 청주 3개 지역을 대상 

으로 했으며 , 사회복지 욕구와 문제점과 관련된 계층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생활 

보호대상가구， 저소득가구， 그리고 중산층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역， 

계층， 가정유형에 따른 설문 조사 규모는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00년 9월 5일에서 2000년 10월 30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전체 36개 가구가 조 

사되었다 

〈표 1 ) 지역， 계층， 가구유형에 따른 설문조사 대상가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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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가정의 복지현황과 복지욕구 

가정내에서 노인의 복지 현황을 살피기 위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해당 가정 

의 경제 상태와 노인의 건강상태이다. 저소득이나 그 이하 계층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과 중산층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의 상황은 크게 다 

를 것이다 병환이 심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해당 가족에게 큰 부담일 것이며 이 

것은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인부양의 부담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병든 노인 부양이 계층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 

펴보겠다. 

(1) 병든노인과가족 

생활보호대상가구나 저소득가구에서 간병해야 할 노인이 있을 경우 병든 노인 

부양 부담 외에도 동거하는 가족 생계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 

에서는 동거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노인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빈곤가구에서 병든 노인의 존재는 생계의 위협으로 

작용하고있다 

서울의 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가구의 경우. 85세의 할아버지와 79세의 할머니가 아 

들내외，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치매를 앓고 있다 할아버지는 반신불수 

의 몸이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으며， 할머니는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노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며느리가 병수발을 도왔었는데， 며느리가 

허리를 다친 이후 노인들의 바깥 외출은 아들이 많이 돕고 있다 이들 내외는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두 노인을 돌보느라고 경제적 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렵 

다 또 다른 경우， 서울 저소득가구의 79세 할머니는 중풍에 걸린 이후 지난 4년 간 누 

워 있는데， 아들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었으며 ， 며느리는 할머니 병수발로 일을 나 

갈 수 없다 청주의 저소득 가구의 68세 할머니의 경우，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며느리가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다. 며느리는 장기간에 걸친 

노인 간병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가정 형편상 며느리가 취업 

을 해야 하는데도， 간병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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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생활보호 대상가구와 저소득가구와 같은 빈곤계층에서는 

병든 노인 부양은 가족의 생계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 병든 노인을 위한 병수발로 

성인자녀들의 경제활동은 제한받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해당 가족을 빈곤에서 벗 

어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며느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생활보호 대상가구나 저소득가구 노인에 대해 일정 수당 

을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노인부양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부양가족에게 간병인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가구로 간병인을 

파견하거나 노인요양 시설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방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활보호대상 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와는 달리 중산 

층에서는 노인 간병이 해당 가정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의 경우는 안정된 수입원 

을 확보한 가족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은 적지만， 

다른 측면의 어려움이 부각된다. 이들 중산층에서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으로 생계 

를 목적으로 며느리가 일을 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노인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웅이 되지 않는다 노인 간병의 역할을 며느리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가정에서는 성인 가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노인을 위해 시간 

을 쏟는 것이 생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이들 가정에서는 노인부양 

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편이다. 

중산층에서 병든 노인의 간병은 대개 며느리의 몫인데， 많은 경우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충은 상당히 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갈등관계이고 며느리에 

게 시어머니의 간병은 부계전통의 규범에 따른 의무인 것이다. 전통적 규범의 약화 

와 여성들의 자의식 성장으로 특히 갈등관계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노인부양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크다. 노인부양과 관련한 며느 

리의 심리적 갈등과 기피를 전통적 효의 규범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중산층 가정에서의 노인부양 기피를 도덕적 비난 

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의식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계층을 고려한 노 

인부양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가정을 위한 간병인 파견이나 노인의 

시설 보호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복지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가정의 경제수준에 맞게 서비스 비용 부담을 등급화 하는 것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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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볼만하다 

위의 빈곤이나 중산층 가정의 사례는 병든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의 도움 

을 받는 경우이다‘ 더욱 어려운 경우는 저소득층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직접 살 

림을 하면서 간병인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병든 남편과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자를 키우며 사는 경우이다 

춘천의 62세 저소득층 할머니는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 병수발을 직접 하며 어 

린 손자까지 돌보고 있다 66세 할아버지는 전신마비 상태에 언어장애가 심하고 중풍 

으로 거의 누워 있으며 ， 이혼한 아들이 부탁한 어린 손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 

도 신경쇠약에 몸이 많이 허약하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하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과거 중산층이었으나， 친척 빚보증으로 빚을 지게 되었으며 

현재 매달 100만원 이상의 빚을 갚아가고 있다 이 가정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생활보호대상가구로 지정하여야 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할머니는 저소득층으 

로의 몰락， 할아버지인 남편의 병환 돌보기 ， 손주 키우기의 어려움， 절대 빈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아주크다 

위의 사례는 중산층 배경에서 저소득층으로 몰락한 병든 노인부부가 서류 상으 

로 복지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다. 위의 가정은 절대 

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법적 서류와 

현실적 상황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위의 가정 

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복지단체의 지 

원은 받고 있다 과거 중산층 배경을 고려할 때， 위 가정의 상황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 

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보완적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의 

예는 노인부부가 심하게 노인관련 질환을 앓고 있으나 성인 동거자녀가 장애인이 

어서 노인들이 오히려 다른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이다. 

생활보호대상가구인 청주의 74세 할아버지와 69세 할머니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할아버지는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고통받 

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신지체 장애자로서 생활능력이 거의 없다 며느리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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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어서 노인부부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집안 일을 돌보고 있다‘ 노인부부는 

자신들의 의료비가 동거자녀나 손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차라리 죽고싶다고토로하고 있다 

위의 경우도 절대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이다. 노 

인들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성인 장애인 자녀와 손자들 

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가정은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지만 노인 관련 복 

지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다- 병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장애인 부부를 위한 

도우미 파견이나 시설보호， 그리고， 살림 도우미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 경우 역시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파악과 가족원 의사를 존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2) 건강한 노인과 가족 

노인이 한 가정에 있다고 해서， 부양과 관련된 그 가정의 여건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노인의 경제여건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족의 부양부담은 다양할 것이 

다. 따라서 노인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양의 짐을 지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경우， 노령으로 인해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건강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70에서 90에 이르는 고령 

에도 노인이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보다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의 질병여부는 가족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측면이다 

가족의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노인이 어느 정도 건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춘천의 93세 생활보호대상자가구 할아버지는 손자와 손자며느리 증손자들과 함께 살 

고 있는데 ，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매일 집에 있는데， 어린 증손자를 돌봐주어서 손자 

며느리가 밖에서 일할 수 있다 

중산층 가정에서도 건강한 노인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중산층의 85세 할머니의 경우 건강은 양호하신 편이고， 건강식품을 복용하며 건 

강에 유의하고 있으며， 종교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 



100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1) 

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돕기도 한다. 아침에 자녀와 손주 깨워주기， 가족이 외출했을 

때 집지키기， 기도해주기 등을 하신다- 춘천의 중산충 81세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등 

노인관련 질병이 있지만， 아이들을돌봐주고 세탁일도도와준다 할머니 스스로자신 

의 일을 잘 챙겨서 가족들이 도와줄 필요가 별로 없다 병원에도 직접 전화하여 예약하 

고， 택시도 스스로 연락하여 부른다. 며느리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상대적으로 건강하여 집안일을 돕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의학적，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건강은 개인의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영양상태나 질병예방 정 

도가 저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따라서， 빈곤계층의 노인은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빈곤가정의 노인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생활보호대상가구나 저소득가구의 노인 대부분이 심한 질병으 

로 고통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가족전체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심각하다. 

(3) 노인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노인을 존중하던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증가하였다 고령과 질병 그리고 각 가정이 처한 

경제상황과 결합하여 노인과 가족구성원간에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 

노인이 겪는 가족내 구성원과의 대표적 심리적 고충은 고부간의 갈등이다. 여성 

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고령층에는 여성노인의 인구가 더 많으며 , 고령 인구 

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질병이나 노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가부장제 가족제도 

가 골격을 이루는 우리사회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 간병의 몫은 대게 며느리에 

게로 돌아가며， 여성노인의 상대적 장수로 고령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접촉은 보 

편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병든 노인의 수발이나 간병은 상당한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러한 일은 당연히 며느리의 몫이었고 가부장제가 굳건하던 시기 며 

느리들은 시부모 부양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 권리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가부장제적 전통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 수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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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무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순종적이지만은 않다 

본 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병수발은 아직도 며느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대부 

분인데， 과거와는 달리 며느리들은 간병의 고충과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을솔직히 토로하고있다 

서울의 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집안살림과 병든 할머니 수발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사교환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여 

진지를 드시고도 안드셨다고 아들 앞에서 말하여 며느리를 많이 서운하게 한다 며느 

라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할머니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와 간식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며， 

할머니 때문에 자녀에게 신경 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불만이다 청주 79세 중 

산층 노인은 외부와는 단절된 채 가족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외출이 거의 

없는 관계로 며느리는 자신만의 생활이 없는 것이 불만이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며느리는 노인 간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울 

증세가 심각하여 상담치료를 원하고 있다‘ 청주 저소득가구의 68세 할머니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며느리가 전적으로 병수발을 들고 있다- 노인의 치료가 장 

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병든 시 

어머니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기에 개인 생활이 거의 없어 답답하게 생각한다- 스트 

레스로 인해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된다고 한다 

노인은 노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시어머니 간병 

으로 인한 며느리의 고충은 이제 참아내야만 하는 것으로 돌릴 수 없다. 그들의 심 

리적 어려움과 고통에 귀를 귀울여야 하며，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을 보완해줄 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입장에서도 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노후가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신체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청주의 79세 증산층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다 노인은 가족들이 냉대하여 혼자 집에 

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질병으로 심신이 지쳐있다 이 노인은 자녀들의 냉대를 생각 

할 때，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하루종일 집에 

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청주의 저소득층인 68세 할머니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이 답답하게 지내고 있다 노인으로 인해 가족간의 말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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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들이 할머니를 냉대하는 등 가족간의 갈등이 적지 않아 가족심리 상담을 원한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잘 지내는 경우도 세대간의 의견차로 인한 갈등이 

있다-

서울 중산층의 한 노인은 대체로 건강한 편인데 ，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족을 돕 

기도 한다 이 노인은 다른 가족구성원과 생활스타일이나 가치관에서 오는 갈등이 있 

다고 했다 식생활， 건강식품， 절약정신 등에 대해서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고 했다 93 

세 춘천 생활보호가구의 할아버지가 계신 가정에서는 노인을 모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할아버지의 고집이 세시고， 아이들을 야단치면 싫어하시는 등 자녀양육에 있 

어 의견차를 보인다고 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노인들도 있다. 

청주 생활보호가구의 74세 할아버지와 69세 할머니는 노인관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 

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정신지체 장애자여서 자녀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자신들의 의료비가가계에 큰부담을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동거자녀나손주 

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62세 저 

소득층 춘천 할머니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 병수발을 하면서， 이혼으로 버려진 

손자를 키우는데， 심리적 고통이 아주 크다 대학 중퇴의 학력과 중산층 배경을 가진 

할머니는 현재， 의료보호나 공과금 공제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정도였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 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할 

머니는 갑작스러운 계층의 하강이동으로 적응이 힘들며 여러 가지로 슬프고 괴롭다고 

토로했다 

반면， 노인과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가정도 있다-

춘천 중산층가구의 81세 할머니는 병환이 있지만， 혼자 거동도 하고 집안일도 잘 돌보 

고 계시다 가족들은 노인과 함께 지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며， 할머니는 젊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배려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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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과 복지욕구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의 삶이 이상적이라는 일반적 

규범과는 달리 노인들과 그 가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 

서 노인의 노후를 전통적 규범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노인 

이 물리적으로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만으로 그 노인의 행복한 노후 

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은 가족과 함께 하더라도 그 가족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이 빈곤하거나 노인이 

질병을 앓는 경우， 그리고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인 며느리와 갈등이 클 때 노인과 

가족은심각한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간병인수당 

위에서 살펴 본대로 생활보호대상 가정이나 저소득층가정에서 노인이 질병을 앓 

고 있는 것은 해당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어렵게 만든다. 가정 형편상，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은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노인들 간병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일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노인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간병인 수 

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노인부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병든 노인이 있는 생활보호대상 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는 이러한 간병인 수당을 절실하게 원했다. 

또， 노인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병든 할머니가 살림까지 해하며 병든 할아버지와 손자까지 돌보는 것을 도와야 하 

는 경우도 있고， 병든 노인부부가 장애인인 성인자녀와 손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서비스가 있어야겠다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 서비스에 관해서， 중산층 노인의 경우는 자비로 서 

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었다. 저소득층이나 그 이하 가정에 

서도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의 서비스를 절실히 원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엄 

두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을 위한 가정봉사원이나 방문간호사 서비스 

비용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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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병원이용 

본 조사 대상의 모든 노인들이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인의 질병 

이 심한 경우， 가족들은 병원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동이 힘든 노인을 

통반하여 병원에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 

우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노인이나 가족은 차량 

서비스의 제공을 원하고 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이 불편하 

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이용이 아 

주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비의 보조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가구나 저소득층 가구 

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비의 비중이 전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의 보조를 원하고 있다. 또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의 건립은 모든 계층에서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치매센터도 원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그 

이하 가정에서는 비용문제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동이 힘들 정도로 병든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우는 간병인 대신 일시적으로 노인을 돌보아 줄 주간보호 

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원한기도 한다 

@노인의 여가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있었지만 중산층 

노인에게서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중산층 노인들은 노인의 여가를 위한 특별 

한 프로그램을 원했는데， 노인대학， 강좌， 여행， 취미활동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또 

중산층 노인의 경우 앞으로 며느리나 딸이 일할 것에 대비해서 노인을 위한 전문서 

비스의 공급을 원하기도 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도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다른 노인 

들과 어울리고 싶어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급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노인이 여가를 

보낼만한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경로당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춘천 지역의 저소득가구 93세 할아버지는 여유 시간에 시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경 

로당을 이용하는데，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교통비의 부담으로 자주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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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인근에 노인복지 시설이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한다‘ 

@가족상담 

마지막으로 노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간병인 역할을 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적지 않다- 그리고， 노인과 여타 가족 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 

다 또 노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자녀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 

현하기도 한다. 최근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세대간의 의견 차는 아주 크며 ， 

이런 이유로 노인이 있는 가족내구성원간의 갈등은 적지 않다- 이러한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장애인가정의 복지현황과 복지욕구 

장애인 가정이라 함은 가족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가족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냥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가족구성원 중 누가 장애인인가 하는 

것이 그 가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이 처한 가정의 사회계층도 중요 

한 변수이지만， 장애인이 누구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가정내 복지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1) 자녀 장애인 가정 

자녀 장애인 가정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를 지칭한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자녀들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서울의 한 생활보호가정의 15세 남자 중학생은 l급의 지체장애자인데，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 병이 악화되어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재택수업으로 과정을 마친 후 졸업했 

다. 요즈음은 일주일에 2회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지체 l급 

중학생은 지체장애를 고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수술비 후원금에 의존하려고 한다 현재 , 수술비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통한 기금과 연 

결하려고 하는데， 잘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교회를 통해 2 ， 000만원 수술비후원금 

이 모집되어 있다 춘천 한 중산층 가정의 18세 딸은 뇌성마비 l급 장애자이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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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장애인이 혼합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의 어머 

니는 이 두 가지 장애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장애의 구분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다양화되기를 원하 

는 것이다. 이 18세의 뇌성마비 장애인 딸의 동하교에는 어머니가 항상 통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 건물， 도로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 장애 

인들은 외출이나 이동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 춘천의 한 장애청소년 

은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이통하기에 건물이나 도로가 편리하 

지 않다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병원이용에도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한 장애 청소년은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 

다.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계속 받고 싶지만 이동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이 청소 

년은 과거에 운동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고 싶어했다. 장애 

인들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행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장애인을 위한 여 

행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산층의 한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장애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아주 적어서， 부모들은 이들의 사 

회성 발달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부모들은 이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원한다 가끔 교회에서 장애인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과 대화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자녀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 계층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 

호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어했다 

생활보호대상 지체장애 청소년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와 작업치 

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과 관련하여서， 생활 

보호가정의 한 장애청소년은 단기보호시설을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장애인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수용시설은 

원하지 않으며， 자녀가 가족과 동거하기를 희망했다. 중산층의 장애인 딸을 가진 어머 

니는 딸을 보살피느라고 거의 개인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2) 부모 장애인 가정 

위에서는 청소년이 장애인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가족과 동거하는 장애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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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대개 가족내 이들을돌보는사람이 있어서 장애가심한경우라고하더라 

도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내에서 부양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그 가정의 어려움은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보다 훨씬 크다. 장애인의 경우 장 

애인과 결혼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장애인 자녀가 탄생하는 경향도 높은 편이다. 

이들 장애인 가족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고충은 실로 크다. 

춘천의 한 가정은 아버지가 소아마비와 청각장애자， 어머니가 정신지체 3급 장애자， 

14세 된 딸은 청각 장애자이다 이들은 생활보호대상 가구이며 거택보호와 의료부조를 

받고 있다 춘천의 또 다른 저소득층 가정도 아버지는 지체장애， 어머니는 뇌성마비 장 

애인이다. 이들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장애인들이 겪는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이다.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할 의욕이 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사회나 

직장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직업활동이나 구직에 상당한 어려 

움을겪고 있다. 

서울 저소득층의 36세 남성장애인은 5급 청각장애자이다.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은 높은 

데 청각장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과거 직장생활 중에도 청각장애로 

인해 동료나 상사와 마찰이 있어서 직업에 대한 자신감도 없는 편이라고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자영업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장애 

인들은 일반기업이나 조직체에서 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과 관련한 유일한 대안은 자영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들은 자영업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청주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자영업 시작을 위해 은행 융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차량소유와 관련된 생활보 

호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장애인들은 자영업을 선호하며， 경제활동이 

나 교통수단을 위해 차량소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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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도 차를 갖고 싶은데， 차가 있는 경우 영세민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장애인은 주위의 생 

활보호대상가구 중에도 차를 소유하자마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고 말하여 차량소유의 필요성은 큰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호소한다‘ 

사실，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은 생계와 생활을 위한 것인 

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는것이다-

(3)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 고충 

장애인과그가족이 겪는심리적 어려움은아주크다 가장큰어려움은사회 전 

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여 고용되기가 어려우며 경제활동 자체가 몹 

시 힘들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좌절감으로 폭음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사실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 

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장애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 저소득층의 57세 남성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편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부모가 장 

애인인 경우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길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 성 

장한 장애 자녀의 경우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편견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 

며 방황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크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 가정이 느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위로하고 상담해 줄 

상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4) 장애인 가정의 복지욕구 

@ 경제활동과 관련된 복지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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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 의욕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하 

는 남성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 

견이 강하여 직장생활이 쉽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은 자영업에 종사하려고 한다. 

이들이 자영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우선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 

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금을 위한 융자금 얻기가 쉽지 않아 사업자금 융자를 희 

망하고 있다. 수공예품 제작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규칙이 있는데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l대로 준수되길 바 

란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상 

담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바란다. 

청주의 생활보호가구의 한 장애인은 장애인을 위해서 현재의 생활보호가구 지원 기준 

이 수정되기를 바란다 현재 규칙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 가구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해당 가구내 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가구 중에는 거 

택보호와 취업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으로서 여건이 어렵 

지만， 거택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빨리 자립기반을 만틀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의지가 수용되고 있 

지못하다. 

@장애인보호자수당 

현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가정의 전체적 어려움을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 

다. 부양가족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정의 사정을 평가하여 지원 

해 주었으면 한다. 또 저소득가구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가족전체에게 경제 

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장애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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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료와시설 

저소득층 장애인 중 많은 사람들이 물리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물리치 

료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거동이 어렵기 때문에 물리 

치료 받기가 어렵다. 또 인근 복지관에서 무료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도 있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을 위 

한전문치료기관의 설립을원한다 

장애인 중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장애인임에도， 입소비용에 대 

한 부담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춘천의 저소득 가구의 32세 미혼여성은 19세부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정신장애자 

인데， 미혼인 남자형제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남자형제는 동생을 돌보며 일을 하느라 

어려움이 많다， 수용시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오래 기다려야 

하며， 춘천의 또다른가족의 경우주거지에서 먼 곳에 있는수용시설에 장애자녀가입 

소해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좀 더 많이 설립되기를 바 

라고있다. 

@ 자녀 양육과 교육 관련 서비스 

가족내에서 성인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이 

들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소와 반찬만 

들기 같은 일을 돕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장애인이 부모인 경우 그 

가족의 빈곤 가능성은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인 자녀의 학원비 보조나 대학생 학비지 

원이나 저금리 융자를 원한다. 

3) 모자가정의 복지현황과 복지욕구 

(1)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모자가정은 이혼이나 남편과의 사별 혹은 미혼모가 됨으로써 형성된다. 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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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은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동시에 자녀양육 

도 해야 하는 점이다 본 조사대상의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결혼기간 동안에는 전 

업주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한 생계에 필요한 직업적 기술이나 정보는 아주 적 

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된 이들 여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결혼기간 중에도 일을 했던 여성이 전체 9명 중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1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식당의 조리사로 일하였다- 결 

혼기간에도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남편과의 이혼이나 사별 후 생활을 꾸 

려나가는데 있어서 전업주부로 있었던 사람들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덜한 편 

이다. 

결혼기간 중 전업주부로 있었던 여성들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후 경제적으로 홀 

로서기가 급선무인데 이것은 수월하지 않다 직업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방식은 공공근로이다 일을 하는 경 

우 음식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조사대상자 중 한 사람은 친구 

의 소개로 학교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재 식당관련 일을 하는 또 다른 여성은 

나중에 한식집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춘천의 생활보호가정의 여성은 현재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어했다-

모자가정 여성들 중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남편의 사업실패로 이흔한 경우가 있 

는데， 이들은 전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본인 명의로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매달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어린 자녀를 가진 서울의 생활보호대상 모자가정의 한 여성은 전에 공공근로를 했었는 

데， 당장 생계가 급하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복지관에서 발관 

리와 컴퓨터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 여성은 취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교육 

을받고싶어한다. 

(2) 자녀양육 

@보육시설 

어린자녀를 가진 모자가정 여성가구주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서비스는 자녀 양 

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이다. 이들은 여성 혼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며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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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녀양육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이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 

에 보통 종일반의 오전 9시-오후 6시 프로그램은 시간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하며 

기존 보육시설의 보육시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저녁 일하는 시간에도 자 

녀를 돌보는 보육시설을 원하는 것이다- 또 단순히 이들 시설이 아이들을 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고 있는 동안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원하며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가구주들은 혼자서 일 

을 하면서 집안을 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기가 힘들다고 토 

로한다. 

@자녀교육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산층 가정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수준의 비 

용을 충당하기가 불가능하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은 이들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들은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학자금 융자를 희망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에서는 전체지출 중 아동관련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 

데도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모자가정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자녀교육이나 자녀를 위한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생활보호 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중산층 가정에 보편적인 컴퓨 

터를 장만하지 못한 집이 많은데， 자녀가 원하는데도 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상담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들은 이혼한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민을 들어줄 상담서비 

스를 원한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여성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겪는 또 다 

른 어려움은 아버지 역할 모델의 부재이다 이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자녀의 인격성 

장이나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들의 상황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머니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 교육이나 

상담을 원한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 

류하고싶다고말한다 

(3 ) 모자가정의 복지욕구 

@여성가구주상담 

여성가구주들은 이혼 후 생계나 자녀양육 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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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는 곳이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이혼이나 사별 후 겪게 되는 경제적， 심리 

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할 기회가 없어 이혼이나 사별직후 생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서울의 59세 중산층 이혼여성은 특히 이흔 초기 혼자서 살아나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혼 후 혼자 사는 것이 해당 여성에게 경제적 어려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혼 후 겪는 심리적 충격과 갈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크다고 기존의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심리적 고충과 

어려웅을 멀어주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원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욕구는 저소득층 

과 중산층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주거지 확보 

이혼한 여성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이혼 직후 안정된 거주영역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보호가정이나 저소득가정 중에는 이흔 후 친정에 들어가서 

임시로 살고 있거나， 철거 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경우가 있었다. 모자가정 

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우선권이 있지만， 신청하는 절차나 기간이 길어서 큰 어려 

움을겪고 있다 

@가족을위한프로그램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 

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복지관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 

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가족여행， 상담지원 

을 원한다 여가와 관련하여 생활보호가구의 모자가정 여성가구주는 문화나 취미 

에 관심을 가질만한 경제적 · 심리적 여유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의 이흔 

여성은 문화행사 참여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는데， 인근지역에 중년여성을 

위한 문화공연이 많기를 바랐다. 



114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1 ) 

4) 청소년가정의 복지현황과 복지욕구 

본 조사를 위해서 계층별로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조사했다. 개인의 법적 사회적 

의무교육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청소년은 피부양자로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 성취와 사회이동을 위해서 교육적 성취가 강 

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본 조사 

대상의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재학 중인 청 

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과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교생활이 이들 생 

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 수업이후에도 학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 

들에게 여가란 것은 거의 없다 생활보호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수업 이후에 학원을 가는 경향은 적다. 계층에 상관없이 공통적 

으로 청소년들은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1) 청소년의 생활 현황 

@학업성취 

조사대상 가정의 청소년 거의 대부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학 

업성취와 진학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의 청소년들은 현재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 아 

주크다고했다. 

생활보호대상 가정이나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해 사교육 

을 지원할 능력이 거의 없다 저소득층 이하 계층의 청소년 스스로도 학업성취와 

진학이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춘천 저소득층의 한 청소년은 복 

지관의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과외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지속적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계층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엽과 진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생활 

춘천의 생활보호가정의 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 학생 

에 의하면 학교에는 넉넉한 집안 배경과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학생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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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가정환경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 이 

러한 상이한 집단 간 교류는 별로 없는 편인데，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를 위 

한 중재에 나섰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소위 ‘잘 나가는 아이’ 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 말했다. 

@가정의 빈곤 

생활보호가구의 한 청소년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으로 어려운 가정의 가사활동을 돕고 있다.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식사준비 등 

의 집안살림을 돕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생활보호가구의 저소득층의 또 

다른 한 청소년도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도 돌봐주고 집안 살림도 돕는다고 

했다. 

@기술교육 

중학교를 중퇴한 생활보호가정의 한 청소년은 현재 학교들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이기에 일자리 구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한 

다. 미래의 직업에 대비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걱정 

부모들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가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늦 

게까지 돌아다니거나 PC방에 몰려다니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 

(2) 시간 활용 

@여가활동 

본 조사 대상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이들의 여가시간은 절대적으로 적은 면이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계 

층별로 큰 차이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여가 활용 방식은 PC방이나 노래방에 친구 

들과 함께 가거나，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다. 

서울 생활보호가정의 한 중학생은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PC방에서 오락을 하거나 노래 

방에 가거나， 그냥 집에서 쉬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한다 집 주위에 특별히 놀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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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집에 있을때는 TV를보는편이다 

모든 계층의 남자 청소년들은 PC방에서 여가를 많이 보내는 편이다 

고교 2년인 중산층의 여학생은 학업 때문에 여가시간이 많지 않지만 틈이 나면 집에서 

책읽기， 음악듣기. 취미생활인 수집 활동을 한다 또 친구들과 가끔 노래방에 가기도 

한다고한다 

여가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낸다는 청소년은 드문데， 중산층의 한 청소년은 아 

빠와바둑을둔다고했다 

춘천의 생활보호가정의 청소년은 댄스 서클에 가입하여 춤연습을 하느라고 복지 

관에 자주 간다고 했다. 이 청소년은 학생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 

이나 공간이 있기를 바랬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건전하게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 

다면， 고교생들이 어른들이 출입하는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본 조사대상의 청소년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용돈은 월 5천원에서 5 

만원의 범위에서 부모님에게서 받아서 쓰고 있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 연탄이나 쌀 등을 배달하며 부모님을 룹는 경우 

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중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이 배달이나 주유소 일을 하고 

있었다 

(3) 청소년가정의 복지 욕구 

@청소년들이 바라는것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시간 사용 방법은 친구들과 PC방을 방문하는 것 

이다.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은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 

는 시설과 공간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곳에서 PC방에서 하는 놀이나 인터넷을 

하고 싶어한다. 

저소득층이나 지방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자원을 큰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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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저소득가구의 한 청소년은 대여점에서 제공하는 책의 대여료가 비싸기 때문에 무 

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 지역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대 

여해 주기를 바란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가 많이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이러한 기회가 거의 없다 인근 복지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용의 만화이다 중고생이 볼만한 영화를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면 청소 

년들이 오락실이나 노래방을 그리 자주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청소년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개설강좌가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아 폐강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 주기를 이들은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원하 

는 강좌가 있으면 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며， 주최측이 생각하는 강좌보다는 수요 

자 중심의 강좌가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모님이 바라는것 

부모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바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 

는 것으로 이것은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춘천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여 장학금으로 학교들 다니고 있다고 크게 만족하였 

다. 하지만， 대학입시와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미안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춘천의 생활보호 가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서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어서 크게 만족 

하고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모들은 사교육의 비중이 큰 교육현실에서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 가정에서는 한창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했다 이들 부모들은 청소년 문제는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 

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소득층 이하 계층의 가정에서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저녁에 복지 

관에서 공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래 취직에 대비하여 컴퓨터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도 돈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들 계층의 부 

모들은 학교나 복지관 선생님이 어려운 환경의 아이에게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좋은 부모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제공했으면 좋겠고 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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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많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민간사회복지단체인 춘 

천의 0000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여기에 참가했던 가족들은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가족 나들이와 가족끼리의 모 

임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원했다. 

@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 

부모님들은 복지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의 일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정도는 낮다고 한다 청소년들 

의 중요한 생활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학교의 강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 

육은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들은 술， 담배， 약물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청소년들은 원하 

면 얼마든지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청 

소년들의 술， 담배， 약물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부모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원폭력은 개인적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5. 결론 

우리사회에서의 가족복지는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회복지 제공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변화하는 가족을 염두에 두면서 가족이 계속 그 구성원을 

위한 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차원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소자녀 출산，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가 

족의 전통적 보호기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크다. 현재는 일부 극빈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 

는 가족복지 서비스는 전체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대와 이혼의 증가로 별 문제가 없이 유지되던 

가족도 어느 순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증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계층에서의 가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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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욕구를 검토하였다.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가족구성원-노인， 장애인， 청소년 ， 

모자가정의 자녀 이 있는 극빈， 빈곤，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심층적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극빈과 빈곤 가족에서는 피부양자의 존재가 생계를 어렵 

게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극빈， 빈곤 가족에서 병든노인을 가족 구성 

원이 돌볼 경우 그것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들 가족을 위해 병든 노인 부양을 위한 저렴하고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절 

실하게 요구된다. 

노인부양과 관련하여서 노인의 건강상태가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노인이 건강한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인으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심리적 갈등은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 

이나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편이다. 병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 구성 

원간의 갈등은 중산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극빈， 빈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고 있다 현재 노인부양은 부계가족을 위주로 여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경우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을 며느리에 

대한 비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며느리의 심리적 갈등과 고충을 이해하고 

이들의 역할을 보완하는 가족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좌절을 겪었고 이러한 편견을 의식한 이들 가족의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현재 장 

애인들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이것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가족의 전체적 어려움을 고 

려해 주기를 바란다 부양가족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족의 사정 

을 평가하여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모자가정의 어려움은 이혼이나 사별， 미혼모가 되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스스 

로 책임지면서 자녀양육도 해야한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기간 동안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고 혼자된 이후 생계에 필요한 직업 기술이나 취 

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직업경력이 없는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먼저 택하는 취업은 공공근로이다- 공공근로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는 

음식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양육을 위 

한 안정된 여건과 전문적 일자리이며 취업관련 전문적 기술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조사대상 모든 계층의 청소년 대부분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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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학을 꼽았다. 극빈， 빈곤 가족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한 사교육 지 

원능력이 없는 것이 큰 고민이었다. 복지관에서의 학습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한 학 

생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높지 않았던 것이 불만이었다. 청소년들은 여가를 PC 

방이나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보내거나 집에서 TV를 보며 보냈다. 청소년들의 건 

전한 여가사용에 대한 복지욕구는 적지 않은데， 복지관 같은 데서 교양강좌 개설이 

나 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를 바랬다. 또 지방의 학생들은 문화시 

설이나 학업관련 정보가 서울보다 뒤떨어지는 것에 불만이 많았고 이것을 보완하 

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기대했다. 또 양서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확장을 원 

했고 컴퓨터 설비를 공공장소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가족에만 의존했던 가족복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차원의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복지에 대한 욕구가 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검토하였고 계층별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복지 서비스의 확 

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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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of the F amily and F따nily Welfare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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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rure and 버e narure of 버e farnily have changed rapi배y. Despite the reducòon 

offam뼈 r이얹 and funcòon, its role as a welfare provider for its members still remains 

important. Wìth the weak soci며-welfare seπice， individuals’ welfare more depends on the 

farnily in Korea compared to in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Farnily welfare policy is to 

enable farnily members to perform 배eir roles properly even under crisis through various 

seπices supporòng the family. Family welfare service tends to have been limited to the 

poorest in Korea. Wìth the ageing of the populaòon 뻐d the change of women’s role, it 
needs to be extended to other families too.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family, I 띠r to examine how welfare demands differ among families by c1asses. In 버e 

poorest and the poor family, the presence of the aged and the disabled provides economic 

diffìαlòes for other members while in middle c1ass, it does emoòonal and psychological 

sσesses. Various farnily-welfare services supporòng the farnily across c1asses are needed.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more acòvely parò디pate In t와cing the share of 

burdens of farnily welfare which has been provided solely by the farn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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