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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도시 거주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및 맥락에 관한 질적연구

장현아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유아기의 건강은 일 개인에게 평생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한 사

회 인구집단의 건강잠재력에 영향을 미쳐 차세대 국민건강과 직결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 건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아동·보건학 분야에서 생애 초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요인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가족구조가 생애 초기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들이 해외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족구조가 있다. 바로 미혼부 가족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둘째, 부자가족의 사회적 취약성 문제, 셋째, 

다른 부자가족과 구분이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태어난 시점부터 친모

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 ii -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 자녀의 주요 양육자

인 미혼부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1: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도출된 코드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범주 및 범주의 이름을 붙였다. 분석 결과 총 98개의 코드와 38개

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이 흩어져 있어 

연구자가 이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3가지 영역은 

각각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

련 영향요인’,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한 아빠의 대응 전략’이다. ‘영

역’의 경우 ‘포괄적 분석절차’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니며 본 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한 용어이다.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은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 ‘아이의 성장과 발육 상태가 양호한 것’,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것’,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건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에 기반할 때, ‘일

-가족 양립의 어려움’, ‘“아이와 나”뿐인 세상’, ‘아빠의 정신건강 상태

와 관리 수단의 부재’, ‘미혼부 가족을 위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충족

되지 못하는 기본권’의 요인들이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빠들은 이에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식사 준비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고, ‘아이를 위해 물질적 

안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아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연구 결과를 토대



- iii -

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우선 아빠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센터, 병원, 미혼부 시설 

등 일선기관에서의 초기 대응 관련 지원책이 요구되며, 이는 미혼부 

가족을 위한 사이트 혹은 긴급·상담 전화 등의 온라인 형태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혼부의 일-가족 양립

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주요어 : 미혼부 영유아 자녀, 영유아 건강, 건강불평등, 질적연구

학  번 : 2019-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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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생애 초기인 태아기 및 영유아기의 건강은 일 개인에게 평생 건강

을 확보하게 하며, 한 사회 인구집단의 건강잠재력에 영향을 미쳐 차

세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Hertzman & 

Weins, 1996).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

조되고 있다(황나미, 2008).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생애 초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그 이후의 

생애 동안 누적되거나 상호작용하며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연

구 결과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정림 외, 2014).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

는 바는 현재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인기에만 초점을 두어서

는 안되고, 유년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명희 외, 2011).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애 초기의 위험요인 노출이 중요한 질병이 많다는 

점에서 ‘생애과정관점’이 더욱 요구된다(강영호, 2005). 전체 사망원

인의 1/3 정도를 허혈성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북미, 북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총 사망의 

4~6%인 반면, 어릴 적 폭로 요인의 중요성이 큰 뇌졸중, 위암, 간암, 

간질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Leon, 2001; Leon & Davey, 

2000; Galobardes et al, 2004; 강영호, 2005 재인용).

‘생애과정관점’을 가지고 생애 초기의 건강이 그 이후의 건강 격차

를 나타냄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며, ‘영유아의 건강’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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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지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Grossman(1972)

에 따르면 아동 건강의 격차가 출생 시 건강에서부터 발생하며, 연령

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이는 빈곤 가구에 속

한 아동일수록 1) 출생 당시의 건강이 다른 아동에 비해 나쁘며; 2) 

아동기 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투자는 낮고,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으며; 3) 성장기 동안 스스로에 대한 낮은 인적 자본 투자

는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여 건강위험행동을 할 가능성

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유조안 외, 2015 재인용). 해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소득 혹은 소득 빈곤과 아동 건강의 관계가 일관되

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질적 결핍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조안 

외(2015)에 따르면 ‘소득 비빈곤-물질적 결핍’과 ‘소득 빈곤-물질적 

결핍’ 가구에 속한 아동은 비빈곤 가구의 아동에 비해 부모가 보고한 

주관적 신체 및 정신건강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

균(2017)에 따르면 부모가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대졸 이상일 때 

BMI(신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가 더 낮았고 신체활동을 더 많

이 수행하였는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 양육자의 우울 증상 모

두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저해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생애 초기 어린이의 건강산물, 건강행위,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가족구조에 주목하였

다. 가족구조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

의 보이지 않는 기능적 요구”(Minuchin, 1988)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

로 간주한다(신현선, 2019). Dawson(1991)에 따르면 양친가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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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비교하여 이혼을 경험한 가정의 자녀가 부상사고를 입을 가능성

이 높았고, 싱글맘의 자녀에게서 천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싱글맘과 의붓아버지의 자녀가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방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감정적·행동적 문제로 치료받았던 

경험이 더 많았다. Heck & Parker(2002)에 따르면 싱글맘의 자녀가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과거 의료이용 횟수가 더 적었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 자원이 없을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관계는 엄마의 교

육수준에 따라 달라졌는데,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싱글맘의 자녀는 양

친가정의 자녀와 의료이용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Chen & Escar

ce(2006)에 따르면 싱글맘의 자녀가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의료기관

을 방문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싱글맘 자녀의 형제자매가 많은 경

우 그 자녀들은 형제자매가 없는 자녀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

과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오로지 부모와 사는 자녀보다 부

모를 포함한 다른 어른과 사는 자녀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과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낮았다. Leininger & Ziol-Guest(2008)에 

따르면 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양친가정의 자녀들보다 의료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이 낮은 반면, 모자가정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을 보

였다. 이는 같은 한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성에 따라 자녀의 건강상

태를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지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Langton & Berger(2011)에 따

르면 양친가정의 자녀보다 다른 가족 유형(싱글대디, 싱글맘, 재혼가

정)의 자녀들이 신체적 행동, 건강행태, 감정적 상태가 불량했다. Ziol

-Guest & Dunifon(2014)에 따르면 싱글대디와 사는 자녀들은 다른 

그룹(의붓어머니[아버지], 조손가정 조부모, 양부모)의 자녀들보다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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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주로 아동·보건학 분야에서 생애 초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요인들은 대부분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였다(김정욱 외, 2016). 가족구조의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

는 일부 존재하였는데, 김연우(2010)에 따르면 영유아기 때 경험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그 이후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심리상태에 영향

을 미쳤다. 또한 김정욱 외(2016)에 따르면 부자가정의 자녀들은 외

래이용에 있어 양친가정에서 자란 또래 자녀들보다 외래이용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희 외(2

018)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비만 위험 증가가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동성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에는 자녀의 비만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성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구조가 생애 초기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해외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족구조가 있다. 바로 미혼부 가족이다. 전국 미혼모·미혼부 인구

는 2019년 기준 27,843명으로 미혼모·미혼부 비율은 각각 74.6%, 2

5.4%였다(통계청, 2019). 미혼부 연령별 분포는 50세 이상(25.2%), 

45~49세(23.9%), 40~44세(20.0%) 순으로 높았다(통계청, 2019). 

미혼부 자녀 0~18세 인구 비율은 2015년~2019년 12,563명, 10,831

명, 9,900명, 9,066명, 8,22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통

계청, 2019). 하지만 위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본인

이 미혼부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제도적으

로 포착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포기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박건 & 최연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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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미혼부 가족의 권리와 복리를 

지대하게 침해한다. 생존의 문제에 당면한 한 미혼부의 1인 시위가 인

터넷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제57

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일명 ‘사랑이법’). 하지만 자녀를 두고 떠난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랑이의 사

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사랑이법’은 모든 미혼부 가족의 사례를 포

괄하지 못하였다. ‘사랑이법’ 신설 이후 미혼부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2016년 83.42%, 2017년 75%, 201

8년 66.67%, 2019년 71.55%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0).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회에서 2020년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

안을 발의하였다. 대법원에서도 출생신고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다.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의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에 따

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1C 현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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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혈연, 모성애로 점철되어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다.

둘째, 미혼부 가족은 제도권 밖에서 혹은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하

더라도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 있는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으

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김영란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과 지출, 자산, 월평균 가구소득과 생활비 지출은 부자가구가 모

자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자산대비 부채의 비율도 높게 나타

났다. 부자가구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했는데,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돌봄공백

에 대한 어려움, 사춘기 자녀를 둔 경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

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 부자가구가 모자가구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부자가구의 낮은 사회적 지지망은 지원정책 인식도

에 영향을 미쳐 부자가구의 지원정책 인식도도 모자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김영란, 2016). 하지만 모자가족이 주 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부자가족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

에서 그간 모자가족 중심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부자가족을 위한 시설이나 부자가족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부자가족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비 지출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인숙, 2013). 취약

계층은 일반적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능력

이 떨어져 보건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창엽, 2009)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혼부 가족의 자녀가 다른 부자가족 자녀와 구분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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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데, 이들은 태어난 시점부터 친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문제는 모자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출산 

후 보육 단계까지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홀로 아이의 양육과 건강관

리를 책임져야 하는 미혼부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지만, 미혼부 영유아 자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보건의료체계 속에 미혼부 가족이 

최소한으로 용인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은진 & 이윤진(2019)은 국내 양육 및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크

게 예방중심 공공보건사업과 의료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우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축된 공공보건사업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관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 관할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계획된 양육지원 정책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

아지원전문기관이다. 사업 내용은 크게 어린이집 대상 지원과 부모 대

상 지원으로 나눠지며, 각각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

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공

동육아나눔터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다

문화가족지원 별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의 

경우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것을 목

적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정보 등의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역

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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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

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

비스, 긴급 위기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둘째,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자보건사업이다. 모자보건사업은 그 내

용이 크게 모성건강,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

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

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모

성건강을 위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위기임신 상담 제도,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경우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

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셋째,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

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다.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

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도 포함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

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체

감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보건소)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위사업을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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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획·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의료서비스의 경우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집중 치

료센터, 응급실 외 평일 야간시간대 혹은 주말 및 공휴일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

이병원, 소아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어린이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과 등이 있다. 이러한 국내 공공보건사업과 의료서비스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모·영유아 건강관리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어, 대다수가 민간 병·의원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

이다(강은진 외, 2018).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애 주기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영유아의 보건의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 인프라는 지역별 양적·질

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이

소영 외, 2015).

그마저도 정보력의 차이는 이미 존재하는 자원의 수혜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짓는다. 영유아 부모가 육아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는 퍼스

널 미디어(59.0%), 지인(20.0%), 기관(16.4%), 매스미디어(4.6%) 

순으로, 퍼스널 미디어 하위 항목으로써 범용포털(58.8%), 온라인 동

호회(26.2%)의 이용률이 높았다(민정원, 2014). 이처럼 영유아 부모

가 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는 정보의 양은 영유아 부모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Charnock et al(1999)이 개발한 DISCERN 도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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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유아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한 손현미 외(2018)에 따르면, 

건강정보의 신뢰성, 건강정보의 질, 신뢰성과 질을 고려한 전반적인 

질 등의 3가지 영역의 점수가 5점 만점에 3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위 도구의 기준에 따르면 정보의 신뢰성과 질이 낮

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결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하여 검색한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수는 2천 건에 달했으

나 이 중 1.4%만이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민정원 외(2014)에 따르면 공공 육아정보에 대한 습득경로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으며, 시·군·구청, 주민

자치센터, 보건소, 병·의원이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위 연구에

서는 이 현상을 공공 육아정보의 경우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퍼스

널 미디어를 통해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공공 육

아정보 부문 중 한 가지라도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1,284명(총 1,508명 중)은 그 이유에 대해 불필요해서(3

4.0%), 시간이 없어서(20.2%), 정보를 몰라서(19.1%)라고 답하며 공

공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 주 양육자의 97.4%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의 

경우 육아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

족구조 및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혼부 영유아 자

녀의 건강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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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

으로 탐색한다.

둘째,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심층적

으로 탐색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미혼부

미혼부(未婚父)란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을 말한다(김

상용, 2020). 본 연구에서 미혼부란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된 사

람이면서, 자녀의 어머니(母)는 물론 다른 사람과도 법적인 혼인 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정의한다.

나. 미혼부 가족

미혼부 가족은 미혼부와 그 자녀가 가정(家庭)을 이루어 살고 있

고, 자녀의 어머니(母)와의 교류가 없는 가족으로 정의한다. 단,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으나 미혼부가 자녀의 생활 전반에 관해 주

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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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유아

모자보건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유

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법의 영유아 정의를 고려하여 “영유아”를 만 7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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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영유아의 건강·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및 영역

본 연구는 아래의 틀들이 비교적 최근의 연구를 정리하여 영유아

의 건강·건강증진을 설명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가시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

반으로 하여 영유아의 건강·건강증진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개념 및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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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the Science of Children Birth to Age 8: Deepeni

ng and Broadening the Foundation for Success et al(2015; Bornfre

und, L et al 재인용)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수학이나 읽고 

쓰는 것과 같은 특정 과목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배

경지식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교육자들은 아이들

의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애 초기의 몇 년 동안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협동적으로 일하고, 또래에게서 배우고,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능력 등 사회적·정서적 능력의 발달은 아이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부모-자녀 애착은 이러한 기술의 건강한 발

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예측 가능한 일과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

게 자기 관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도하는 교육자들에 의해 이러한 

기술은 장려될 수 있다.

적절한 영양 섭취,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그리고 신체활동의 기

회는 모두 어린이의 일생 동안 학업 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다. 돌봄 

및 교육 환경은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신체활동을 위한 기화와 

발달 스크리닝을 제공하며, 가족을 사후 관리 및 서비스에 연결함으로

써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인지 발달은 가난, 가족 간의 갈등, 부모의 우울, 학대, 방치와 같

은 근원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역경에 노출되어 방해될 

수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역경은 기본적인 인지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율성을 떨어뜨리며, 심신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교육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불리한 인지 경험에 대처하기 위

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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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및 영역

Mistry et al(2012)에 의하면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과 지역사회

의 역량을 향상하며, 이러한 역량은 생애 초기 어린이 건강의 기초를 

쌓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의 기초는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 필

요(아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안전한 환경, 적절한 영양, 건강증진 

행동)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건강의 기초는 이후의 건강과 발달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 틀은 아이들의 건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빈곤, 교

육, 차별 등을 포함하는 건강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결정요인이고, 두 

번째는 어린 자녀와 그들의 가족이 살고, 일하며, 발전하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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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은 개인을 영향의 복합적인 상호관련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동적

인 임베디드 시스템 안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틀에서 “Family Capacities”에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1) Financial resources(재화 혹은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경제적 능력), 2) Time investments(자녀를 위한 혹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3) Psychological resources(신체적·정신적 건강, 양육

방법), 4) Human capital(교육·훈련·경험을 통해 습득된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과 기술, 의료제공자 혹은 직계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로 설명된다.

2. 미혼부 자녀의 사회적 배제와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

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한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아래의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생부는 재판 절차를 통해 부자관계를 창설해야 했는데, 이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생부

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생부는 

자신을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또는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

구를 한다. ② 자녀를 대리하여 성·본창설 허가 청구를 한다. ③ 가족

관계등록창설 허가 청구를 한다. ④ 자녀(원고)가 생부(피고)에 대해 

인지청구를 한다. 이때 인지소송의 피고인 생부가 원고인 자녀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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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번의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

임이 필요하다(이지은,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었

고, 이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신설된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위 조항

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지 못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모의 성명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민법」

의 친생자추정 규정과 관련이 있다. 모가 생부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이미 법률상의 남편이 존재하였다면, 그 자녀는 법률상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민법」 제844조). 이때 생부의 출생신고가 수리되

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아버지로 기록되는데, 이는 친생

자추정 규정과 상충하는 것이다. 생부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단지 친생자추정 규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생부의 출생신

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

는 것이다.

친생자추정은 매우 제한된 요건에서만 번복 가능한데, 「민법」 제

847조 제1항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모와 모의 남편(법률

상의 남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법」이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생부의 친생

부인권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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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모와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자녀를 공동 양

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모, 모의 남편,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부의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부가 무책임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다르게 자녀를 적극

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미혼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모와 

모의 남편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모의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다면,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될 것이다

(김상용, 2020).

둘째, 미혼여성인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출생신고가 본인의 신상에 해

가 될 것이라 염려하여 자녀의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셋째, 법률상 유부녀(有夫女)지만 혼인 관계 파탄이 장기간 지속되

어 사실상 이혼과 다를 바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가정폭력 등의 이유

로 혼인 관계 파탄이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법률상의 남편이 이혼해주

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와 대조적으로 가정 유

지 중 유부녀의 외도로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미혼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다(김지환, 2020).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미혼부 가족의 복리

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미혼부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 지원을 하고 있다.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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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이라도 자녀는 부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

을 수 있고, 보건소에 관리번호를 등재하면 필수 예방 접종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

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출생 후 12개월에 불

과하고, 현장의 실무자가 정부의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

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미

혼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허민숙, 2020).

서영교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무조

건 허용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부 또는 모

가 해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

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원칙적으로 미혼

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유미, 2020).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인데 

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모의 개인정보가 요구된다. 모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미혼부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미혼부에게 이 과정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

지환(2020)은 이에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을 요구한다. 유전자 검

사의 배경은 친권이 없는 성인(남, 여)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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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해 이러한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친권이 없는 성인이 출생신

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의 위험을 막고), 사회복지 전산관

리번호 취득이 늦어져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의 공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혼부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에 관한 연구 동향

2000년대 초반과 그 이전의 국내연구들에서 한부모가족(정)이라는 

용어는 결손가족(정)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김숙희, 1990; 김미

숙, 1992; 박명숙, 1996; 김동연 & 이성희, 1997; 오승환, 2001; 이

은경, 2004; 김영란 & 안민주, 2005; 조미숙, 2005). 국립국어원 표

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결손’이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

완전함’을 의미하며, ‘결손가족(정)’이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죽

거나 이혼하거나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결손가족(정)’이라는 용어에는 그들은 무엇

인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으며, 과거 연구에서도 한

부모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자녀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어 연구의 낙

인효과가 우려되었다(현은민 외, 2006). 이후 한부모가족이라는 개념

으로 점차 대체되면서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는 노력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한’은 ‘하나’의 뜻도 있지

만, ‘큰, 온전한, 가득한’의 뜻도 담고 있는 순우리말이다(김은지 외, 

2011). 

학계에서도 가족구조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

호작용 등과 같은 가족기능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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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녀의 건강과 적응 등에 관여

하는 매개요인 혹은 보호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김

재엽 & 양세정, 2013). 정소희(2011)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높다고 

응답한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부부갈등이 낮은 양부모 가정이나 한부

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정서조절, 

삶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

구결과는 한부모 가정인지 양부모 가정인지 하는 가족구조보다는 가

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박경원 & 김경신(2017)에 따르면 자존감,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변인, 가족의사소통과 같은 가족변인,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의 사회적 변인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우울/불안, 위축, 비행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Hanson(1986)에 따르면 한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지원과 의사소통이며, 한

부모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지원, 의사소통 그리고 신

앙심이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결점 중심에서 강점 중심

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김현

주 & 이성애(2011)에 따르면 가족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계수는 한부모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높았는데, 이 관계를 

매개할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가족구조별로 비교한 결과, 가족강인성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강인성은 가족의 내적 강점과 인내로 정의되

는 가족특성으로서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 변화를 유익

하고 발전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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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적극적인 경향성으로 정의된다(McCubbin et al, 1986).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

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

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Olson et al, 1983). 즉 

한부모가족이 역경에 처한 경험으로 인해 양부모 가족에 비해 가족강

인성 수준이 높으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과 같은 가족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건강

잠재력이 건강증진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F

ord-Gilboe(1997)에 따르면 가족응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이 가족의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잠재력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자기효능감, 지역사회

의 지지, 가족 수입 등의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는 함의와 일치하는데 이들 

모두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위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유능한 가

족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Loveland-Cherry(1986)

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족인지 양부모가족인지 하는 가족유형은 개

인적인 건강증진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엄마의 자녀에 대

한 회피적인 통제와 자녀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만이 자녀의 건강증

진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Duffy(1986)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

족 중에서도 위험한 생활양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가족

은 일차적인 예방 행동을 포함하려고 기꺼이 노력했지만, 생활양식이 

정체된 가족은 일차적인 예방 행동을 바꾸고 싶은 욕구는 표현했으나 

이를 위한 뚜렷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부자가족 자녀의 건강에 관한 국내연구로 김재엽 & 양세정(2013)

에 따르면 부자가족에 비해 모자가족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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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의 차

이는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한부모-자

녀 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에 대해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가족구조 자체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가족구조에 영향을 받는 한부모-

자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질과 같은 가족과정의 요인이 우울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소라(2014)의 연구에서도 모자가족

이 부자가족에 비해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성별이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에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순히 한부모가족, 부자가족이라는 가족구조만이 

아닌 가족 내 구성원 간 다양한 역동까지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나, 그간의 연구는 양적연구가 대다수였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상태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이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부족하였고, 그 대상은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4. 가족 이데올로기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

고방식을 말한다(신현선, 2019). 동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 재

혼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오장근, 

2014). 문제는 이러한 ‘정상가족’의 개념은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아닌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으로 만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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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김희경, 2017).

한부모가족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는데, 모자가족 뿐만 아니라 부자가족도 ‘모성’ 

이데올로기 속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를 소득기준 52%로 제한하고, 차량 소유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자격에서 탈락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개인적인 시민이 아닌 ‘가족임금(family wage)’을 받는 ‘의존적’ 존재

로, ‘재생산’과 ‘돌봄’의 주 책임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오진방, 

2019 재인용; 김교성, 2017). 여성 한부모가족은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간 한부모가족

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논의는 여성 한부모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남성 한부모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역할 갈등을 겪

고, 여성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남성 한

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이

들에게 역시 차별로 작용한다(편집부, 2010). 

여성가족부(2020)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크게 저소득 한부모가

족 지원정책,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양육비이행 지원정책으로 나눠지

며,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 그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

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내용에 따라 양육, 법률, 자

립, 주거, 기타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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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

임신·출산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양육지원

- 아동양육비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지원

- 아이행복카드

돌봄지원

- 아이돌보미

- 방과후학교

- 가족역량강화(취약위기 가족 지원)

기타지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 드림스타트

- 시소와 그네

법률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친자검사비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자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고교생 교육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취업 및 창업교육지원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여성인력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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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소득, 주거, 보육 및 교육, 의료, 심

리·사회적 지원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임선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 및 교육 정책 외의 소득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의료지원정책, 

심리·사회적 지원정책에 대한 수혜여부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응답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은 응답자들의 양육 자

녀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 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

에 대해서는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창업자금대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여성가장창업자금

- 여성가장창업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 -

주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주거임대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긴급주거지원

주거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급여 -

기타

교육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

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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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의 경우 미혼모 보호, 양육 및 자립, 미혼한부

모 교육 정책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미혼한부모 지원정책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

활지원형은 22개소, 공동생활지원형은 42개소가 존재한다. 미혼부자

가족복지시설은 없지만 부자가족복지시설이 존재하는데 전국에 총 3

개소만 존재할 뿐이다(기본생활지원형: 2개소, 공동생활지원형: 1개

소). 또한 미혼한부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역시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혼한부모 지원 시설은 미혼모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혼부 가족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지원

서비스에서도 모자가족보다는 부자가족에 필요한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미한 형편이다(성정현 외, 2018).

양육비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

미혼한부모

지원

미혼모 보호

기본생활지원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공동생활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양육 및 자립

출산 및 양육 지원(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지원, 지

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상담 등

미혼한부모

교육
대안교육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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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

비스이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

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 여

성의 65.5%가 위 제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남성은 55%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여성은 8.8%에 불과하고 남성은 

19.7%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지원제도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각각 약 1.7점, 약 2.8점으로 남녀 모두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

타냈다(성정현 외, 2017). 그 원인으로 성정현 외(2018)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시 채무자의 동의가 요구되어 양육비이행청

구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2016년 6.48%, 2017년 6.65%, 2018년 4.15%로 매우 낮으며, 채무

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쳐야 하는 재산명시부터 재산조회까지 

4~6개월이 걸려 굉장히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의 모체가 되는 법인 모자복지법이 1989년 제정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

았다(김기화 외, 20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수혜 비율이 

매우 낮았고,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은 그 내용이 미혼모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양육비이행 지원정책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부모가족 더 나아가 미혼부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개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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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 거주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및 맥락을 탐색하여 미혼부 영유아 자녀 더 나아가 미혼부 가족의 건

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및 조사 질문을 도출하였고, 영유아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를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1:1 심층면접조사이다. Johnson(200

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층면접조사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① 대부분의 집단 구성원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발견하고자 할 때, ② 대단히 복합적인 정서를 동반하는 

연구 문제일 때, ③ 동일한 활동 속에 개입되어 있으면서 개개인 또는 

집단마다 복합적인 또는 다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때, ④ 매

우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깊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이다. 본 연구는 ①

정상가족, 모성 이데올로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발견하

고자 하며, ② 미혼부의 복합적인 정서를 동반하는 연구 문제를 가진

다. 또한 ③ 미혼부 가족이 겪는 건강불평등은 개개인 또는 집단마다 

복합적인 또는 다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④ 이들의 이슈

는 매우 개인적이면서 연구자가 깊은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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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미혼부이다. 또한 미혼

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얻고자, 연구 참여자를 

영유아 자녀의 주요 양육자인 미혼부로 한정하였다. 이들을 전국 미혼

모부자 거점기관, 부자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등의 한

부모가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민간단체에서 온라인 방식에 

의한 목적표집 방법(purposive method)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ing method)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최종적

으로 10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나. 자료 수집 절차

1) 심층면접조사 진행 절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2

020년 11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 시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19)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였던 관계로 비대면 방

식의 인터뷰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였다.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경우 인터뷰는 전화 통화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진행 과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

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로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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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파일을 문자 전송 방식 혹은 이

메일을 회신하는 방식 등으로 동의를 받았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진행

하기 전 현재 나이, 최종 학력, 가족 구성원, 자녀의 나이, 근무 형태,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 주거 형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한부

모가족 지원법(사업)의 적용 여부, 거주지와 보건의료기관 간의 거리,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연

구자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느끼면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는 판단하에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일상적인 이

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

었고, 그 내용은 전부 녹음하였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던 경우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안전을 위

해 넓은 개인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였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를 배려하여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선 고려하였고, 집

중도 높은 면담을 위해 스터디 카페 등의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하였

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의 

절차는 비대면 상황 발생 시의 절차와 동일하며, 두 경우 모두 추가 

면담은 없었다.

2) 심층면접조사 질문 내용

심층면접조사는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연구 참여자

의 대답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캐묻기 등의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

도 허용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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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Committee on 

the Science of Children Birth to Age 8: Deepening and Broadening 

the Foundation for Success et al(2015)의 모형을 사용하여 구성하

였다. 위 모형에서는 아이의 발달과 초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

을 크게 일반적인 학습 능력, 사회·정서적 발달, 인지 발달, 신체 발달

및 건강으로 구분하였다. 아이 발달과 초기 학습의 차원에 관해 다양

한 분야에서 다른 관점으로 논의되고 다른 방식으로 범주화되고 있지

만, 저자는 위 모형이 단일한 최고의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각 개념을 깨끗하게 분리해야 하는 과제는 이러한 모든 차원의 

핵심 속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되거나 작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은 다른 차원에서의 학습과 발전을 가능

하게 하고 상호 지원한다. 차원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위 모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위 모형을 기반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개인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 질문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일반

•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영양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고,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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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사회적·정서적으로 대

처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족, 또래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법을 잘 배워,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등의 발전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관계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우리 아이에게 학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기회가 충분

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지식의 구

조화 등의 과정적인 발달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그 밖에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것

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현재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

인가요?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맥락

• 미혼부가 되시면서 홀로 아이의 건강을 신경 써야 했을 

때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야기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경험한 것들 중 

좋은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경험한 것들 중 

나쁜 기억은 무엇이 있나요?



- 34 -

심층면접조사는 연구 참여자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 혹은 강

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된 음성 파일을 전사하였으며, 현장 상황을 정

리하여 메모하였다.

•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 어떠한 것들이 영

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아이를 키우시면서 그러한 조건이 잘 충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려면 [누가/무엇이][무엇을/어떻

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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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이동성 & 김영천(2014)이 제안한 “포괄적 분석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의 의미는 자

료 수집에서부터 분석, 그리고 최종적인 글쓰기까지의 과정을 분석절

차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절차는 이전 단계인 자료 

수집과 이후 단계인 글쓰기와 함께 동시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포괄적 분석절차”는 질적연구의 이론적 맥락과 연구의 

상황, 그리고 연구 질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분석방법

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실용적 절충주의(Pragmatic eclecticism)”

의 방법론적 입장을 취한다. 위 연구는 이러한 실용적 절충주의의 입

장을 바탕으로 Miles Huberman(2009), Creswell(2009, 2013), 그리

고 Dey(1993)의 분석절차를 비교 검토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분석절

차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단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 질적 자료를 분류, 저장하는 작업을 수

행하였다. 또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추후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였다. 2단

계에서는 총 6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을 메모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무엇을, 왜 분석하고자 하는지 지속

적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패턴, 범주, 하위범주 

등이 생성되는지를 정리하였다. 3단계에서는 전사 자료에서 의미 있

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압축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이러한 코드들을 비교 검토하여 연구의 목적을 잘 반영

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생성하였다. 4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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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적 코딩을 통해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5단

계에서 최종적 코딩을 통해 최종적인 범주 및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질적 내러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 & G

uba(1985)의 질적연구 평가 기준인 정확성(credibility), 이전가능성(t

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

y)을 고려하였다. 우선 심층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해하지 못하거

나 제대로 듣지 못한 내용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며 연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풍부하고 상세하

게 기술하여 독자들이 본인들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공감하고 적용

하도록 하는 이전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과정을 기

록, 보관해서 연구 과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질적연구를 다년

간 수행해 온 보건학 교수 1인에게 범주화 과정을 포함한 분석 절차

에 대한 검증을 받아 의존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

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전 과정을 반성적인(reflective) 사

고를 통해 성찰하고자 하였으며, 녹음 자료를 반복해서 청취하고, 수

집된 자료 외의 현장일지 등의 기록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5. 연구 윤리  

본 연구는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IRB No. 2011/002-008)을 받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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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개인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참여

자의 현재 (만)나이는 만 40세~49세가 7명(70%)으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29세가 2명(20%), 만 30세~39세가 1명으로 그 뒤를 이었

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 6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 초졸(국

졸), 중졸, 대졸 이상이 각각 1명씩 있었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 ‘미혼

부 + 자녀’가 8명(80%), ‘미혼부 + 자녀 + 미혼부의 모’가 2명

(20%)이었다. 자녀의 현재 (만)나이는 유아가 8명(80%), 영아가 2

명(20%)이었다. 다만, 미혼부가 되는 경험을 두 번 하게 되어 자녀가 

두 명(영아 1명, 유아 1명)인 참여자가 존재하였는데, 아래 표에서는 

첫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근무 형태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3

명(30%), ‘취업준비 및 구직중이다’가 2명(20%), ‘자영업을 하고 있

다’가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 중 

육체 노동직이 3명 있었고, 서비스·판매직과 기타(중복 응답)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8명(80%)으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 원’이 2명(20%) 있었다. 주거 형태의 경우 공공임대가 5

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가 3명(30%), 전세와 기타(무상거주)

가 각각 1명씩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현재 지원받고 

있다’가 5명(50%)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

은 적 있다’가 3명(30%),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다’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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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지 못한다’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법(사

업) 적용 여부의 경우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다’가 4

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다’가 3명

(30%), ‘제도를 알지 못한다’가 2명, ‘현재 지원받고 있다’가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주지와 보건의료기관 간 거리는 ‘보통이다’가 5명

(50%)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가 3명(30%), ‘그렇다’가 2명 

있었다. 자동차 보유 여부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5명씩 있었다.

<표 4> 개인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

현재 (만)나이

만 18세~29세 2 20

만 30세~39세 1 10

만 40세~49세 7 70

최종 학력

무학 1 10

초졸(국졸) 1 10

중졸 1 10

고졸 6 60

대졸 이상 1 10

가족 구성원
미혼부 + 자녀 8 80

미혼부 + 자녀 + 미혼부의 모 2 20

자녀 (만)나이
영아(만 1세 미만) 2 20

유아(만 1세~6세) 8 80

근무 형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0 0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4 40

자영업을 하고 있다 1 10

취업준비 및 구직중이다 2 20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3 30



- 39 -

직업

육체 노동직 3 60

서비스·판매직 1 20

사무직 0 0

기타 1 20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 원 미만 8 80

100~199만 원 2 20

200~299만 원 0 0

300~399만 원 0 0

400만 원 이상 0 0

주거 형태

자가 0 0

전세 1 10

월세 3 30

공공임대 5 50

기타 1 10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여부

현재 지원받고 있다 5 50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다 3 30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다 1 10

제도를 알지 못한다 1 1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법(사업)

적용 여부

현재 지원받고 있다 1 10

현재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받은 적 있다 4 40

제도를 알고 있으나 받은 적 없다 3 30

제도를 알지 못한다 2 20

거주지와 보건의료

기관 간 거리

매우 그렇다 3 30

그렇다 2 20

보통이다 5 50

그렇지 않다 0 0

매우 그렇지 않다 0 0

자동차 보유 여부
그렇다 5 50

아니다 5 50

계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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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참여자의 주요 특

성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개인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

ID 현재 (만)나이 자녀 (만)나이 직업

참여자 1 43세 6세
육체 노동직,

서비스·판매직

참여자 2 41세 2세 무직

참여자 3 44세 0세 무직

참여자 4 42세 5세 / 1세 육체 노동직

참여자 5 46세 3세 무직

참여자 6 43세 2세 무직

참여자 7 44세 0세 서비스·판매직

참여자 8 39세 2세 육체 노동직

참여자 9 26세 4세 육체 노동직

참여자 10 26세 3세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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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1: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

석하였다.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도출된 코드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범주 및 범주의 이름을 붙였다. 분석 결과 총 

98개의 코드와 3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

주들이 흩어져 있어 연구자가 이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

였다. 3가지 영역은 각각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 ‘영

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한 아빠의 

대응 전략’이다. ‘영역’의 경우 ‘포괄적 분석절차’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

니며 본 연구자가 임의로 사용한 용어이다. 

가.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과 관련하여 총 26개의 

코드와 1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충

족’, ‘아이의 성장과 발육’,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아이

를 둘러싼 환경’의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6>. 범주별로 표를 

나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잘 먹기

아이의 건강은 일차적으로 음식 

섭취에 달려 있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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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 대부분은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일차적으로 먹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빠들이 배고플 때 표현하는 아이에게 

반응하며, 이러한 요소를 직관적으로 건강의 요소로 인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대변의 색과 질감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는 아

빠도 있었는데, 무엇을 먹으면 건강한 대변이 나오는지 확인하며 먹이

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썼다.

“근데 저는 제가 겪은 거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인제 음식 섭취 밥과 국 그리고 반찬에 야채 고기 이런식으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다.” (참여자 4)

“일단 뭐 대변 색깔을 보면은 완전 황금색? 그런걸 자주 봤으니까 아 

애가 장쪽으로 문제가 없는거구나. 그것도 내가 유튜브 뒤져서 안거고. 약

간 초록색이면은 아직 소화가 덜되가꼬 나오는거고.” (참여자 7)

잘 싸기 대변의 상태로 아이의 건강을 파악

잘 자기
놀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먹기, 

자기가 뒷받침해 줘야 함

아이의 요구에 

대한 아빠의 

즉각적인 반응

반응해주면 아이가 매우 좋아함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못한 것이 

정서적 불안 유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못한 것이 

감정, 행동 조절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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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는 것 역시 건강의 요소로 꼽혔다. 어떤 참여자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아이가 활동성 있게 잘 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가 건강한 체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정말 삼시세끼를 잘 챙겨먹고 자는 시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 못하면서 놀게만 해버리면 애가 곯아요. 그런건 있어요. 체력이 약

한 체력으로 바뀌는거에요 그게. 잘 먹고 잘 자면서 이렇게 신나게 뛰

어놀면 되게 건강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거고. ” (참여자 1)

아이에 대한 아빠의 즉각적인 반응도 건강의 요소로 보였다. 영아

를 가진 아빠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공동 양육자도 없

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건강의 요소로 인지하였다. 아이를 24시간 돌

보며 지쳐 반응해주지 못하다가 그래도 힘을 내어 아이에게 반응해주

면 아이가 많이 좋아해 주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건강의 요소

로 인지하였다. 또한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올 때 아이의 울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험의 누적이 아이의 정서

적 불안이나 감정, 행동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혼자 이렇게 막 최대한 둘이 셋이나 되면은 제가 인제 밖에 

나가서 인제 담배도 하나씩 사와서 피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

서 인제 없다고 막 울거 아니에요. 인제 그런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랬는

지. 인제 조금 제가 없으면은 막 불안 증세가 생기더라구요.” (참여자 6)

“일단은 뭐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이렇게 보는데도 저도 너무 지치더라

구요 솔직히 첫째가. 그니까 애가 혼자 노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

름대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옆에 내가 가서 안아주고 이케 같이 했어? 이

렇게 해주면은 엄청 좋아해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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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아이의 성장과 발육

또한 아빠들은 아이가 잘 자라주고 있을 때 기쁨을 느꼈는데, 특이

점은 “중간 이상” 혹은 “또래만큼”은 컸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는 점

이다. 병원 등의 기관에서 아이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

을 때, 홀로 키우는 여건에서 그래도 내가 중간 이상은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기도 했다.

“또래만큼 커졌으면 좋은데 또래만큼 같이 컸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10kg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참여자 7)

발육 상태라는 뚜렷한 지표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서 느껴지는 에너지 발산 능력과 체력 또한 건강의 요소로 확인되었

다. 이 역시도 어떤 아빠는 아이가 “중간 이상”의 체력과 운동신경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걸음마를 현재의 체력과 

운동신경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판단하고, 빠른 걸음마의 시작이 

빠른 성장을 예측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의 성장과 

발육

양호한 

발육상태

아이가 잘 크고 있을 때

“중간 이상” 혹은 “또래만큼”의 성장

에너지 발산 

능력과 체력

“중간 이상”의 체력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빠른 신체 

기능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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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가 눈으로 보내주는 그 에너지 발산능력과 제 눈으로 확인

되고 있는 체력은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라는 거에 아주 그

렇다고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애보다 더 힘 쎄고 체력 좋은 애들은 많지

만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중간 이상의 운동신경과 중간 이상의 체

력과 중간 이상의 이게 보여지니까 되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참여자 1)

<표 6-3>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또한 아빠들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싶은 것

도 생겨나고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해주는 의지도 생겨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

되려면 주 양육자인 아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범주 하위범주 코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출발점

행복한 놀이

공부보다 재밌게 잘 노는 시간이 

중요한 유년기

깔깔대고 땀 흘리며 뛰어노는 것

엄마에 대한 상실감을 완화할 수 

있음

미혼부 

가족에게 보다 

요구되는 

건강의 균형

건강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미혼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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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되있는 삶? 그냥 뭐..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왜냐면은 애가 그렇잖아요. 환경도 

심난하고 이래버리면 무언갈 하고 싶어도 일단 자기가 의지가 없어질 것 

같고 하니까..” (참여자 9)

아빠들은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주는 것보다 아이가 지쳐 잠

이 들 정도로 뛰어놀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이가 잘 웃고 잘 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엄마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감당해내는 힘을 길러주어 

상처를 좀 더 작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한편 스마트

폰이 유용한 학습 혹은 놀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존

재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하는 말투와 단

어들을 빨리 배워 아이의 문장 구성력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였다. 또

한 아빠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가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유튜브 채널 검색을 좋게 

바라보는 아빠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 

아이가 볼 수 있는 영상들을 필터링했고 볼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해 

놓곤 하였다.

“진짜 몸으로 엔돌핀이 나올 정도로 아이가 정말 많이 깔깔대고 웃을 수 

있고 많이 땀 흘리면서 막 뛰고 얼굴 씨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뛰고. 

그거에 지쳐서 잠이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게 정말 이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면역력과 뭐 인제 이런거 나중에 그 성장호르몬에 되게 좋은 성장호

르몬이 참 웬만한 영양제 먹는 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참여자 1)

미혼부 가족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은 중요

했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쉽게 무너져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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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아빠들은 이런 생각을 토대로 자녀

의 건강을 바라볼 때도 균형 있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제 상황에서 팔, 다리 하나 불편했으면 진

짜 거의 포기까지 했을 정도일 것 같고. 그 뭐 만약에 정신적으로도 뭔가 

막 그랬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애요. 별로.. 그거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

기도 하고.” (참여자 10)

<표 6-4> 아이를 둘러싼 환경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를 둘러싼 

환경

원만한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

엄마 등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환경

어렸을 적 가족 관계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거주지에 따른 아이의 흡연 피해

거주지에 따른 소음문제

노후화된 주거환경

비위생적인 화장실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의 제약

아이가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

충분히 

제공되는 

학습기회

교육을 받아야 건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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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엄마, 아빠, 아이 셋이 삼각형으로 이뤄진 환경, 할아버

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 대가족으로 이뤄진 환경, 형제자매들과 어

울릴 수 있는 환경을 건강의 요소로 꼽았다. 이는 이들의 현재 상황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일부 아빠들은 가족 관계 혹은 구조가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어렸을 적 가족과 융화되지 

못했던 경험을 했던 한 참여자는 이러한 가족 관계가 본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엄마의 부재로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상처를 지

금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아이에게 대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공기 맑고 물 맑고. 그런 인제 환경에서 뭐 엄마 아빠 밑에서 사랑받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게 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자

라는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참여자 2)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당해봤기 때매 그게 또 아무리 시절이 바뀌었

어도 더 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애니까 또 그

게 더 상처가 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제일 걱

정이죠.” (참여자 6)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

혼자 돌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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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주거 형태는 주로 공공임대와 월세로 이들에게는 주거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확인됐는데, 그렇다 보니 미혼부 가족은 질 낮

은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떤 미혼부 가족은 사는 곳 

밑이 식당가여서 밤이 되도 줄지 않는 소란함에 아이들이 자주 잠에 

뒤척였고, 주거지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흡연 연기에 계속해서 노출되

었다. 곰팡이가 피기 쉬운 집 구조상 화장실에 곰팡이가 자주 폈는데 

이는 아이를 자주 씻기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존

재했다.

“사는 곳이 밑에가 식당가에요 다. 저도 담배는 피지만 이제 아이 없는데서 

피고 아이가 보면은 이제 피는 모습도 안보여줘요. 근데 이제 집으로 아이랑 

같이 집으로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술먹고 하니깐 정신없고 하니깐 담배를 

막 펴요 문 앞에서. 그럼 그게 또 애한테 또 들어가요 그게. 밑에서 1층에서 막 

담배 피고 애 지나가는데 그런게 조금 건강상 좀 우려돼요.” (참여자 9)

“거기에 뭐 화장실을 보면 변기부터 시작해서 벽 타일에도 곰팡이 때가 

많아요 손 못대요.” (참여자 1)

또한 아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빠로, 환경은 집과 어린이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아이의 오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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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만 보다가 거의 저만 보잖아요. 저만 보다가 이케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좋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는거야 할머니가요. 예를 들자면

은 예전엔 이렇게 못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활동성이 좋고 이렇게 사

람을 대하고선 얘기를 해야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 할머니가 오셨

을때도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냐.” (참여자 3)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인제 폭도 좁고 환경도 아무래도 인제 거의 어

린이집에서 종일 있다가 집으로 오고 또 인제 주말같은 경우는 아이돌봄 해

주시는 분 집에 종일 있다가 또 집에 오고 이렇게 하니깐 제한적이에요. 집 

어린이집 집 아이돌봄 해주시는 분 집 이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아이가.” (참여자 2)

일부 아빠들은 아이에게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면 교

육을 받지 못하고 이는 나중에 질 높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을 낮추게 

하며, 그에 따라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반대로 건

강이 좋지 않으면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을 받아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거고. 내가 건강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참여자 5)

참여자 10명 중 공동 양육자(미혼부의 모)가 있는 참여자는 2명밖

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참여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 양육

을 참여자가 거의 홀로 담당해야 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아차한 사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했는데, 참여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감과 동시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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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 만약에 뭐 아내가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갔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위에서 막 놀거나 하면 밑에서 또 애기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봐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되잖아요. 애가 미끄

럼틀 같이 올라가면. 그럼 애가 싹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애기

가 무방비잖아요.” (참여자 10)

나.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총 48개의 코드와 

1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아이와 

나”뿐인 세상’,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리 

수단의 부재’, ‘미혼부 가족을 위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충족되지 못

하는 기본권’의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7>. 범주별로 표를 나

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7-1>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범주 하위범주 코드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가족의 생계에 

동참하기 위해 

희생하는 아이

아빠의 직장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아이

나 홀로 경제활동에 따라 

부족해지는 아이의 수면 시간

나 홀로 경제활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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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을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 문제로 어린이집

에 보내지 못하여 아이를 직장에 함께 데려가는 경우, 아이를 아침 일

찍 어린이집에 보낸 후 퇴근 후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 경제활동

을 하지 않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보내 놓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는 경우이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아이를 직장에 함께 데려가는 경우, 아이는 아빠의 직장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아빠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이를 지속적

으로 관찰할 수 없어 아이가 아기 침대를 타고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

지 못하기도 하였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반응하지 못하여 아이가 결국

에는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직장인 식당에서 요

리하며 나오는 연기가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질 높은 육아와 

살림을 할 수 

없음

나 홀로 경제활동에 따라 집안 

환경의 위생에 신경 쓰지 못함

나 홀로 경제활동에 따라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짐

나 홀로 경제활동에 따라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함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

아이의 식사 준비가 낯섦

식사 준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적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버려지는 식재료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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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위해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 후 아

이를 데려오는 경우, 아빠들은 아이의 수면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현

했다. 출근해야 하지만 아이를 케어해 줄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부재하

여 아이를 일찍 깨워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고, 퇴근 후 집에 와서 밀

린 살림을 하고 아이를 놀아주며 아이의 중요한 잠 시간대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 대다수가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했던 경험 중 나쁜 

기억으로 아이가 아플 때를 꼽았다. 아빠들은 홀로 생업에 종사함에 

따라 아이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약만 챙겨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힘들어했다. 특히 영아기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쉽게 감기

를 옮아 오곤 하는데, 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마다 일하는 도중에 나와

야 했고 이러한 상황이 빈번해지자 직장을 관두는 경우도 존재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지속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걱정되지만 

돌봐줄 사람의 부재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

는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인데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많은 사랑

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버

틸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참여자도 존재했다.

“애기 기관지 같은거. 식당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깐 막 음식 만들고. 고기 

같은거 볶고 그러면은 연기 많이 나잖아요. 환풍기로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는 아니니까 그런거에 좀 걱정이 되지. 그런 환경 같은거? 애기 건

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주변환경이에요 주변환경.”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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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애는 매일 같이 그 시간에 자는데.. 솔직히 보통 일반적인 가정은 9시, 

10시나 아니면 늦어도 11시엔 재워서 그 다음날 뭐 한 7, 8시까지는 재우는데 

저는 가장 아이 중요한 잠 시간대를 놓치는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냥 놓치는

거에요. 막..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참여자 1)

“나쁜 건 이제 아무래도 애기 아픈데도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그 현실. 그게 좀 

많이 아프죠. 애기 5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 영아 때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한 그 20개

월까지 거의 감기를 달고 살은 것 같애.” (참여자 2)

홀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아빠들은 질 높은 육아와 살

림을 할 수 없었다. 청소와 빨래 그리고 설거지를 동시에 할 수 없었

고 어느 날은 청소, 어느 날은 빨래, 어느 날은 설거지 이런 형태의 

살림을 하여 위생이 걱정된다는 참여자도 존재했다. 청소와 빨래를 하

더라도 꼼꼼하게 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다.

아빠들은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있어서도 소홀해지게 됐다.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식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음식의 신선도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게 되었다. 아이가 의사로부터 영

양 불균형 진단을 받자 영양제롤 통해 영양을 보충하고자 하는 참여

자가 존재하였으나,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 그마저도 해주지 못하

는 아빠들이 우려되었다. 아이의 양치질을 신경 써주지 못하여 아이의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아빠들은 홀로 경제활동을 하고 퇴근 후 밀린 살림을 하게 

되면 아이와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거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부

족하게 되어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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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쓸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줍는거에요. 막 구석구석 먼

지를 없애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 가습기 겨울에 건조하면 가습기를 

써야 되는데 가습기를 청소할 여력이 안되고.” (참여자 1)

“예를 들면은 포장해서 파는 돈까스 있죠? 튀겨서 파는 돈까스? 그거를 3일 맥

여요. 5개짜리 사면. 그거를 3일을 저희 둘이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게 위생적

으로 잘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 스티로폼에다가 그 중에 한덩이 꺼내서 그

거가꼬 둘이 나눠서 잘라가꼬 둘이 나눠먹는거고. 나머지 4덩이는 냉장고에 있

고. 그 다음날엔 3덩이 남아있고. 그니까 냉장보관만 3일, 4일 지나니까 그렇게 

신선도를 안따져요.” (참여자 1)

“그니까 아이랑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급부같아요. 제가 일

을 하게 되면 아이랑 인제 놀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아무래도 신경쓸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고.” (참여자 2)

일부 참여자는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고민

이 시작됐다고 하였다. 분유의 경우 분유통에 적혀진 개월 수에 따른 

양을 참고하여 만들면 됐는데, 이유식의 경우 재료를 갖춰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른들이 먹는 죽을 사서 먹였는데 어려서부터 

간이 되어있는 음식을 먹이다 보니 아이의 편식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유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참여자는 완

제품으로 된 이유식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

던 상황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였다. 또한 미혼부 가족의 특성상 자녀도 외동인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 수가 적었는데, 이 때문에 요리를 하려고 구입한 식재료가 버

려지는 경우가 많아 요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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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었던 상태고 아이만 인제 저한테 

와있어서 제가 케어를 해야되기 때매 뭐 분유를 먹여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는 얼마를 먹여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고.” (참여자 4)

“그것도 인제 이유식을 계속 사서 놔두자니 이유식이 나오는 거 자체가 굉장

히 요만한 100ml짜리 팩에 나오는게 있는데 그거 하나에 2700원, 2800원이

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됬죠.” (참여자 7)

“그 메뉴에 대한 재료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하기는 좀 힘들고. 뭐 식

당이 아니라 가정집이라서. 많은 분량을 할 수도 없어서. 양파 하나만 사도 

그거 1/4만 쓰거든요. 그럼 다음날 또 그 요리를 해도 반은 버려요. 파도 뭐 

하나씩 이렇게 되있는 것도 아니고 거진 버리는게 많아서 좀 요리하기 엄두

가 안나요. 재료들 버리는게 너무 아까워서.” (참여자 9)

<표 7-2> “아이와 나”뿐인 세상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와 나”뿐인 

세상

행정시설 

이용의 어려움

행정시설의 지나친 문서주의

미혼부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알지 못하는 행정시설

정체 상태에 

있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기존의 법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

출생신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

생색내기용 정치로 이용되는 

출생신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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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빠는 수급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락하지 않는 가족들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까

지 요구하는 탓에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려 서류를 

전부 챙겨야 했던 점, 자신이 지원받은 돈으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일

일이 전부 작성해야 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과거에도 이러한 복

잡한 절차로 인해 수급자 신청을 포기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재시

도했는데,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 신청 과정 중 

탁 막혀버리면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아빠들이 출생신고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주민센터인 것으로 보였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빠들은 대다수 

주민센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주민센터로부터 법적인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와 설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미혼부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생겨나도 직원들은 그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보건복지

부에 질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후에 다시 찾아갔는데 여전히 관련 

해답을 듣지 못했다는 참여자도 존재했다.

미혼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

양육에 대해 조언이 아닌 잔소리를 

하는 이웃

주민센터의 무분별한 발언

병원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의사의 차별적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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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할게 막 이것저것 할게 많고 그러니깐. 아까 말했던 가족 그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런게 한바탕 막혀버리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한부모고 뭐 어떤 사람이건 이거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힘든 사람

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멘탈적으로 약한데 이런게 탁 막혀버리면 뭔

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냥 딱 막히니까 하기가 싫더라구요.” (참여자 10)

“내가 만약에 혼잔데 애기 신고를 해야된다. 일단 주민센터를 갈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주민센터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쪽에 이렇게는 신고가 안된다. 말

만 말로 애기 엄마 데려오세요. 아니면 출생신고 하고 애기 엄마 그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손 놔버려요. 여기저기 알려주면서 

어디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참여자 7)

이들은 이처럼 행정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

히 출생신고 이슈와 관련하여 여전히 기존의 법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녀를 두고 떠난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

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랑이의 사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사

랑이법’은 모든 미혼부 가족의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모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원에 따라 해

석을 달리하여 엄마의 이름까지도 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와 높은 비용 부담 역시 문제가 되었는데, 출

생신고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이나 출생신고 소송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일을 관두게 되고 경

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거부를 당했던 경험이나 출생신고 이

슈가 선처철에만 반짝 활용되었던 경험 등을 통해 본인들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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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느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다. 주변에 시시때때로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는 것 또한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아빠는 세상에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인식하

였는데, 아이가 착하고 똑똑하게 성장하기보다 생존능력이 뛰어난 아

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빠도 존재했다.

“미혼부 사례가 다 똑같진 않아요. 다 틀리고 각자의 그 미혼부들의 각자 사연

이나 개인적인 그런게 다 틀리기 때문에 취합적으로 이렇게 다 고려돼서 ... 지

금 토론을 해서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같은 미혼분데 다른 사연이 있어. 그럼 

이 법으로는 또 혜택을 못 받게 되는거에요. 그럼 또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

들어져야 되고 이러거든요 사실?” (참여자 4)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내가 한다 그래도 뭐 법 모르는 사람이 신청한다 

그러면 아예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비용 내가지고 변호사 찾아가 가지고 이 내

용 이렇게 되었다. 거기서도 일반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한 300만 원 정도? 비

용이 소요가 돼야 아기 출생신고가 할 수가 있어요.” (참여자 7)

“제가 제일 두려운 상황은 그거에요. 다 안 컸는데 제가 죽을까봐. 아니면 제가 

다 안 컸는데 혼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까봐가 저는 제일 겁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하게 공부 산수 영어 이런거보다도 아이가 생존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는거에요. 착하고 바르고 똑똑한 아이로 크는게 아니라 정말 잡초같은 아

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커요.” (참여자 1)

이웃이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의 양육에 대해 하는 잔소리, 미

혼부 가족을 바라보는 주민센터와 병원의 부정적인 시선과 발언, 의사

의 차별적인 진료 역시 이들을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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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병원 의사들의 그런 뭐죠? 무분별한 발언. 애가 출생신고가 왜 안 

됐냐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아이가 병원진료를 왔을 때 

아이고 애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사의 모습과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가

서 진찰을 받을 때 왜냐면 표정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는 아이러니한 표정들.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병원 관계자들의 반응과 

제 아이의 진료 시간대에 했던 말들과 성의 없는 진료.” (참여자 4)

<표 7-3>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리 수단의 부재

범주 하위범주 코드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빠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리 

수단의 부재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빠의 

정신건강 상태

출생신고 소송 과정에 대한 중압감

출생신고 이후 느끼는 허무함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물질적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나 홀로 육아로 인해 나빠진 아빠의 

정신건강

육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수단의 부재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게 된 흡연

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게 된 음주

COVID-19 감염의 문제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함

아빠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공적 자원의 

부재

민간단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 심리검사

아이만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심리검사



- 61 -

참여자의 대다수가 자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건강해야 한

다고 하였는데, 특히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출생신고

를 하지 못한 아빠들은 출생신고 소송 과정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출생신고라는 커다란 장벽을 넘어서고 나니 허무함을 

느꼈고, 이제부터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

한 고민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

면 아이와 속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의 

정서와 아이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자녀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우선 

엄마의 부재 그 자체로 미안함을 느끼거나, 엄마의 부재로 아이의 신

분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을 빵점 아빠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렸을 때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다니며 충분한 쉼을 제공하지 못하여 아이의 발육 상태가 나

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문제로 영양제를 포함한 기타 아이

가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또한 

아이가 아플 때 대처를 잘하지 못해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에 대

해서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중 일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했는데, 

현재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혜택이 끊기게 되면 가정의 기반 자체가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 격차가 

존재함

병원을 소개해주는 것에 그쳤던 

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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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생신고 문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지 못했거나, 출생신고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서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아이와 함께 24시간 집에 있었던 아빠들은 

독박육아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독박육아에 따른 우울증, 조울증,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였으며, 독박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입장

을 공감하기도 하였다.

“출생신고를 잘 끝냈어요. 출생신고를 잘 끝내고 이제 어린이집에도 보내게 됬

으니까 큰 목표가 사라져버린거에요. 어 이제부터 나 뭐해야 하지? 인제 또 다

른 현실이 보이는거에요. 뭐냐면 저 아이가 살아가야 될 삶 그리고 아빠가 지

금 갖춰져 있는 그 당시의 저는 증말 돈도 한 푼도 없었고. 내가 뭘 할 수 있

지?” (참여자 1)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속 깊고 막 공감과 유대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그냥 되게 깊지 않은 그냥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대화만 주

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와 이 한부모 사이에서 

이만한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요렇게 높아지는게 되는거고?” (참여자 1)

“그 금액을 제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불안한거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기가 받고 있는 혜택 그니까 뭐 국공립도 

그렇고.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주거가 먼저.. 만약 뺏겨버리면 다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런게 걱정이 되고..” (참여자 8)

“그다음에 인제 육아의 스트레스에서 막 극단적으로 화가 났다가 극단적으로 

좋아졌다가 막 그랬던 경험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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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훈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이

에 대한 학대 문제도 만연할 것 같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참여자 일부

는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담배와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담배 연기 자체가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했고, 담배와 술을 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문제

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스트레스가 

보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뭐 교회도 나가고 싶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일하면은 뭐 일요일날 가는 

건 상관없는데 집 앞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잠잠해지면은 저도 이제 애기 데꼬 나갈라고 하죠.” (참여자 3)

아빠의 정신건강을 위한 공적 자원 역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리검사는 민간단체에서 아이 위주로 하는 것만

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정신건강센터를 찾아간 경험

이 있던 한 참여자는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 아닌 단지 병원을 소개

해 준 것에 그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아이는 해줘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마나 아빠를 안 해주고 있다로 쳐봐요.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얼마나 반감되는 행위에요. 이거 뻔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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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미혼부 가족을 위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아이 엄마가 떠나가고 본인과 아이가 단둘이 남겨졌을 때 어떠한 

기반조차 없었던 일부 참여자들은 초반에 미혼부 시설을 탐색하였다. 

하지만 미혼부 시설이 전국에 몇 개 없던 탓에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

하였고, 정작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자리가 전부 차버려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는 미혼모에 비해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3, 40대 남자들은 쉽게 돈을 

범주 하위범주 코드

미혼부 가족을 

위한 자원과 

기회의 부족

지원의 

절대적인 

부족과 

상대적인 기준 

설정의 문제

부족한 미혼부 시설

부-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속 적게 

이뤄지는 지원

미혼모 지원 시 홍보 효과가 큼

타당하지 않은 지원 범위 설정

여성의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없음

아이를 낳고서 병원에서부터 

소통하는 여성들

남자들은 맘카페에 가입할 수 없음

미혼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바쁨

미혼모에 비해 적은 수의 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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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또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미혼모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

을 지원해 줄 경우 기업이 홍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미혼부에 비해 

미혼모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지원의 절대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설정의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무

도 많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만 상대적으로 높게 잡혀버리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소득 기준은 변함이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등 좀 더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원 범위 설정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저 혼자 막 시설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뭐 답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이게 남자 시설은 인천에 딱 한군데 있더라

구요. 근데 그것도 뭐 이런 미혼부보다는 이혼남들이 많다 그러고. 그리고 그

때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막 이러니까.” (참여자 10)

“왜냐면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줄라하지 남자니까. 기초수급자 만들라 해도 이

렇게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막 하는데.” (참여자 4)

“공통적으로 지역 커뮤니케이션 그 지역 카페 엄마들하고 다 이렇게 네트워크

가 되있기 때문에 그런 뭐 화장품 회사에서 5천만 원어치 화장품을 미혼모들

에게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게 대대적으로 또 홍보가 돼요.” (참여자 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보다 한참 소득은 많죠. 제가 일을 하게 되면 한

참 많아요. 고소득으로 잡히니까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데 정작 제 현실은 그

렇지가 않거든요. 채무도 있고. 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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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대다수는 자녀의 양육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여성에 비해

서 쉽지 않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출산 후 병원에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며, 맘카페도 남성들은 가입할 수 없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아빠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성들이 작성해 놓은 글을 

읽거나 책을 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본인을 지원해주는 센터 단

톡방을 통해 소통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저도 첫 번째에 했던게 맘카페 같은거 가입을 할라 했는데 남자들은 잘 가입

을 안 시켜주더라구요.” (참여자 8)

미혼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참여자 

대다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떤 참여자는 출생신고가 된 이후 마음

이 느긋해지게 되고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들어

오다 보니 처음 가지고 있었던 단체 설립 의지가 사라졌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에 급급하게 되고, 미혼모에 비해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미혼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것으로 보였다. 

“아 제가 사실 그 단체를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딸 이렇게 출생신고 하기 

힘들어서 뭐 이런 진짜 악법이 있나 시대가 어느땐대 ... 근데 제가 애기가 출

생신고가 되고 난 뒤로는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죠. 그 왜냐면 인제 먹고 살아

야 되니까 ... 제가 일도 못하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막 

일, 이년 동안 돈 까먹고 뭐 소송한다 뭐 한다 해가꼬 돈 까먹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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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충족되지 못하는 기본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는 출생신고를 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보장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의료보험과 예방접종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응급실에도 갈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신생

아 검사를 받을 수도 없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시했던 마스크 10부제도 적용을 받지 못해 아이가 감염의 

범주 하위범주 코드

충족되지 

못하는 기본권

충족되지 

못하는 

보건의료 수요

출생신고 문제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함

출생신고 문제로 마스크 10부제 

적용을 받지 못함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족 

보호 정책에 무지한 병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족 

보호 정책 탐색에 어려움을 겪음

경제적인 문제로 충족되지 못하는 

보건의료 수요

아이의 학습 

기회의 부족

출생신고 문제로 잃어버린 학습 

기회

바쁜 일상으로 아이의 학습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함

경제적인 문제로 학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대한민국의 교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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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가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비싼 돈을 주고 접종을 맞았던 경우가 

존재하였다.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

에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취득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

는데, 병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바로 이용하

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사주

지 못했고, 아이가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0부제로 해가지고 마스크 샀죠? 애기는 못 

샀어요. 출생신고 못한 애기들은 아예. 그럼 애기는 뭐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 필요한 그런거 조차도 받는게 없고.” (참여자 5)

“괜히 사람들 사실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이런 번호가 없잖아요. 다 쳐다봐

요 사람들. 꼭 그 물어보잖아요. 뭐 접수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 받아본 

사람이 없으면은 왜 주민번호가 없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돼요? 조용히 쪽

지 같은 데에다 적어서 줘요.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가 이렇게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있는데서 막 말을 하니

까. 사람들이 일렬로 다 쳐다봐버리죠.” (참여자 4)

“예를 들면 건강하게 키우려면 또 이렇게 뭐 그 건강기능식품도 예를 들어 

뭐 비타민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이에게 인제 뭐 좀 건강을 신경을 써주는데 부족한게 많죠. 그게 복합적이지

만은 이케 돈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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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

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반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

이집에 보낸 후 카페에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지만, 미혼부 본인은 바쁜 일상을 영위해 나감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스마트폰과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학습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일과 양육을 동시

에 이뤄내기 위해 아이의 손에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쥐여준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어떤 참여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학습 도구 혹은 먹을 것 중에 무

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였다. 학습 도구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

을 때도 이것을 진짜 사는 것이 맞을지 고민을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참여자가 아이의 학습 기회 부족을 더욱 체

감하도록 만들었다. 유달리 아이에게 빨리 많은 것을 교육하는 대한민

국에서 이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늦은 것은 아닐까 조바심을 느끼기

도 하였다.

“무료로 보낼 수 있는게 안돼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보낼 순 있는데 비용이 

꽤 나가요. 지금.. 한 살 안 된 아이들은 지금 거의 안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받는데. 그냥 보낸다고 하면은 돌 지나서 꽤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참여자 7)

“아무래도 그렇게 정보를 얻을 기회가 이제 엄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

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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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생활이 먼저 문제인거죠. 생활이 먼저 되야 되다 보니까 애기한테 많

이 신경을 못 써주고? 내가 애기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싶어 하더라도 이게 

먼저 일단 가계 부담으로 오니까 아 애기가 먹는게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좀 많이 갈등하게 돼요.” (참여자 7)

“지금 서양의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사람 대비해서는 그냥 중간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저희 딸은 이 배움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유달리 좀 빨리 많은 거를 시키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땐? 그렇다

고 서양 거를 제가 제대로는 모르지만? 그냥 주숴 들은 얘기로 의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애들한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고.” (참여자 1)

다.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한 아빠의 대응 전략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한 아빠의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총 24개

의 코드와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아이의 식사 준비에 나름

대로 대응하는 아빠’, ‘아이를 위해 물질적 안정을 마련’, ‘아이와의 관

계 더 나아가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아빠의 노력’의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8>. 범주별로 표를 나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8-1> 아이의 식사 준비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아빠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의 식사 

준비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아빠

아이의 발달 

시기에 따라 

자연히 해결된 

문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인 영아 

때는 오히려 편했음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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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은 아이의 식사 준비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발달 시기에 따라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었다. 예컨대 영아 때

는 분유, 이유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커갈수

록 식단의 구성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영아 때는 무엇을 얼마만큼 먹여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는데, 아이가 좀 더 커서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면서 더 편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험 혹은 성향 

등의 이유로 큰 

어려움이 

없었음

조카를 돌봤던 경험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음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여 큰 

어려움이 없었음

정보를 탐색함

인터넷을 이용

소아과 사람들에게 물어봄

완제품 이유식의 구입

영양보조제의 활용

아이 엄마가 

했던 대로 따라 

함

아이 엄마가 놓고 간 분유를 구입

아이 엄마가 했던 방식으로 

이유식을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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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영아 때는 먹일 수 있는게 이유식이라든지 분

유 이렇게 한정적이잖아요. 이유식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드려고 했는데 쉽지

가 않아서 인터넷 보고 제가 구매를 해서 먹이고 했거든요. 먹이는 건 그 두 

가지. 근데 애가 먹을 수 있는게 그 두 가지 한정적이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돈 들여서 사서 맥이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

경쓰이진 않았어요.” (참여자 2)

홀로 아이를 키우며 처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줘야 

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일부 참여자도 있었다. 어렸을 때부

터 어린 조카들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고, 

원래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카가 8명이에요. 커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니깐은 애기들 조카들 인제 

키우는 과정을 인제 다 봐왔으니까는.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조

카들이 다. 애기였을 때부터.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참여자 5)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한 정보를 찾

아보기도 하였고, 완제품 이유식이나 영양보조제들을 탐색하기도 하였

다. 아이가 아파서 소아과에 갈 때마다 그 곳에 있었던 다른 보호자에

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아과 가면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가서 듣거든요. 애기 뭐 이쁘다 하면서 

저도 뭐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맥이세요? 물어봐요 한번씩은 제가. 다 틀리니

까 일단은. 그니까 저도 맥이다가 보면은 이게 잘 맥이고 있는건지. 한다고 

하는데도 아휴 항상 걱정이죠. 혼자 하다 보니까 걱정이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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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참여자는 아이 엄마가 떠나기 전 아이에게 해줬던 방식을 기

억해 내서 그대로 이유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는데, 아이가 잘 먹지 

않았던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 엄마가 사두었던 분유와 

똑같은 제품을 사서 분유통에 적혀 있는 설명을 읽고 만들어줬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 일단은 그냥 걔가 했던 것처럼 약간 막 쌀 갈고.. 무슨 뭐 당근 뭐 잘게 

썰어가지고 청경채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먹던데요. 제

가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랬나..” (참여자 10)

<표 8-2> 아이를 위해 물질적 안정을 마련

일부 참여자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아빠의 사랑과 관심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물질적 안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안정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빠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에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를 위해 

물질적 안정을 

마련

아이의 미래를 

위한 노력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저축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탈수급의지 유무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안정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정보 탐색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을 함

주거환경의 

변화를 꾀함

좀 더 나은 환경으로의 이사 혹은 

이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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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저축을 하고 있다는 참여자가 있었다. 또한 아빠의 

탈수급의지 유무도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

이가 현재 학교에 가지 않고 크게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수급비와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현재 생활을 영

위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아이가 커감에 따라 

아이를 위해 지원에 줄 수 있는 자원의 격차가 다른 집과 점차 벌어

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아이는 다른 집 애들은 할 수 있

는데 왜 난 못할까 하는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엔 인제 이런 말 하

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저 아니면 우리 애기는 고아나 

마찬가지니까. 그니까 제 미래보다는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은 인제. 아이 앞

날 생각하면 돈을 좀 아이 앞으로 좀 모아놔야 되고.” (참여자 2)

어떤 참여자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안정을 

충족하기 위해 일을 계속하거나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탐

색하였다. 지역단체에 등록을 많이 해놓고, 복지로라는 앱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하였다. 또한 뉴스에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면 직접 주민센

터나 시청에 찾아가 보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단.. 아무래도 주민센터 찾아 다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아이를.. 최대한 제

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알아 봤던

게 현실은 이러한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주민센터 찾아다니면서. 인터넷을 보고 어디 뭐 미혼부 센터 전화. 제일 

빠른 거는 주민센터.”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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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주거 형태는 주로 공공임대와 월세로 이들에게는 주거의 

선택지가 없었는데, 이에 따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

고 있었다. 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일부 참여자는 조용한 주거

지로 이사를 계획하거나, 더 깨끗한 환경으로 이사하기도 하였다. 

“그니까 요번에도 무리해서 이사를 한 이유가 인제는 증말 애를 좀 깨끗한 환

경에서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구요.” (참여자 1)

<표 8-3> 아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아빠의 노력

범주 하위범주 코드

아이와의 관계 

더 나아가 

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아빠의 노력

치료와 마음 

다잡기로 

본인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아빠

상담 및 치료의 도움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태도를 

가지려 노력

아이에 대한 

배려와 사랑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함

딸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아빠의 노력

아이와 자주 대화를 함

어린이집 선생님과 자주 대화를 함

외동의 특성을 보완하고자 함

어린이집에 일찍 보냄

키즈카페를 자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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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대다수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

황을 겪었고, 아빠의 정신건강이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

을 받기도 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고. 안 좋은 데가 좀 생기니까 좀 쟤 때문에 신경을 많

이 쓰니까 그런거죠.” (참여자 6)

“자꾸 화내는 모습 보여주고 신경질 내는 모습 보여주면은 아기도 아빠 감정

을 느끼는 것 같애요. 아 이거 아빠가 화가 나 있는거야. 멀뚱히 쳐다보고. 

처음 보는 감정이니까. 가끔씩 그런거 보면은 아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면서 

그냥 혼자 나가서 삭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인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

니까 애기가 놀라서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는거야. 그 모습 보고 아 아빠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 이걸 많이 느껴요.” (참여자 7)

참여자 모두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아빠의 사랑이 중요함에 공감

하였다. 일과 양육을 병행함에 따라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놀아주는 

것만큼은 챙겨주려고 하였고, 아이의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는 아이에

게 올인하는 것이 맞다 보고 정부의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었다.

또한 딸 아이를 가진 아빠의 경우 딸 아이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

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어떤 참여자는 딸 아이가 다 커서까지 여

성 청결 관리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친한 여성 한부

모에게 딸 아이의 여성 청결 관리 교육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딸 아이

에게 목욕탕에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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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참여자도 있었다.

“그니까 저같이 한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걸 포기하고 아이가 진짜 성인까지

는 아니더래도 혼자 그래도 생각이 일종의 개념이 좀 머릿 속에 잡힐 때까지

는 어쨌든 아이한테 올인하다시피 해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2)

“일 순위는 사랑이죠. 돈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애가 뭐 애

가 아프고 이런데 돈이 없을 때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걸을 해서라도 아이는 병원에는 데꼬 가

야되는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참여자 4)

“여성 생식기 씻기는 방법도 지금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그

나마 다행인게 저는 인제 다른 그 한부모 엄마 친한 분한테 요번주에 내가 

우리 딸 그 집 데리고 갈테니까 미안한데 여성 청결 관리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은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몇 개월 전부터 마음 속에 

담고. 왜냐면 상대방이 여자잖아요. 이 청결 관리랑 육아에 대한 얘기지만 이

거를 말한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에요.” (참여자 1)

아이의 원만한 사회적 관계 역시 건강의 요소였는데, 어렸을 적 가

족 관계 혹은 가족구조의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에까지 지장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빠는 아이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

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미혼부 가족의 특성상 이들의 자녀는 보통 외동이었는데, 외

동이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에 비해 관계 맺음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노력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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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참여자는 자녀가 7세가 되었을 때 7세 반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

겨가지 않고, 자녀가 6세 반에 계속 있도록 하여 동생들에게 치여도 

보고 양보도 해보는 등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하였다.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줄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어린이집을 일

찍 보내거나 키즈카페에 자주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해결하고 싶어서 네.” (참여자 8)

“그 또래들끼리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리 생각했거든요? 

너가 내 밑에서 외동으로 크고 있는데. 6세 반과 7세 반이 합반이 돼서 네가 

동생들하고 어울리면 그 동생들한테 치여도 보고 속상해도 보고 양보도 해보

고 이런 것들을 그때 아니면 언제 배우겠니. 저는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서 

일부러 끝까지 혼자 남겨놨거든요.” (참여자 1)

“그리고 키즈카페나 이런 데도 좀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일단 다른 애들과 

뭐죠? 많이 어울려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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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련 영향요인 및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 자녀의 주요 양육자

인 미혼부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1: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도출된 코드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하위범주 및 범주의 이름을 붙였다. 분석 결과 총 98개의 코드와 38개

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이 흩어져 있어 

연구자가 이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3가지 영역은 

각각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 ‘영유아 자녀의 건강 관

련 영향요인’,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한 아빠의 대응 전략’이다.

핵심적인 내용과 특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부

는 다른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가족 양립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었다. 

첫 번째 경우는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후 아이를 데려왔는데, 집에 와서 밀린 살림을 처리하고 양육을 하다 

보면 일과 양육 모두 어정쩡하게 해내는 상황이 되었다. ‘행복한 놀이’

는 미혼부가 인지하는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 중 하나였는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내려고 해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또한 이 경우의 특이점은 ‘아이의 수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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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아이를 일찍 깨워 어린이

집에 보내야 했고, 퇴근 후 밀린 살림을 하고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금

세 자정을 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참여자는 아이의 부

족한 수면이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경우는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출생신고의 문제로 아이

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여 직장에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이다. 이 경

우 아빠가 일을 하며 아이를 신경쓰지 못한 사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고, 직장 환경 자체가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아빠가 일을 하면 아이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는 아이가 ‘체

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Mistry et al(2012)에 따르면 즉

각 반응하는 양육은 아이 건강의 토대가 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세 번째 경우는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원금과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거나 아이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

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상황이 아빠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네 번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출생신고 등의 여타 문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아빠는 아이와 

함께 24시간 집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는 독박육아에 대

한 우울감, 번아웃 증후군, 육아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호소했

다. 또한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아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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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흡연, 음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해소 수단

을 선택하고 있었다.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였던 참여자도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로 현재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

다. 아빠의 위험한 정신건강 상태는 아빠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섬세

한 배려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먹이고 재우기 등의 기본적인 욕구

만 충족하게끔 하였다. 또한 이 경우에도 아빠가 아이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의 특이점은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제약’이 있

다는 점이다. 아이가 보는 사람은 아빠 그리고 환경은 집으로 한정

되어 있었고, 집에 아빠 외의 사람이 왔을 경우 아이가 굉장히 즐거

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사

람과 환경의 제약은 그 자체로 아이의 오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원만한 사회적 관계’는 미혼부가 인지하는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이었는데,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환

경의 제약이 추후 아이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미혼부는 이처럼 다른 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일-가족 양립의 어

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모성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 한부모와

는 조금 다른 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물론 아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던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자이기 때문’이 아닌 고정된 성역할을 기대

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양

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깝게는 이웃부터 

해서 병원, 주민센터에 아빠가 홀로 자녀를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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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시선들과 무분별한 발언들은 미혼부를 힘들게 하였다. 또

한 미혼부는 자녀에게 여성 청결 관리를 가르쳐주거나 목욕탕에 같

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자녀의 성

에 따른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Kalman(2003)에 따르면 남성 한

부모는 여성 한부모에 비해 성에 따른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도 딸은 신체적 변화

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아버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영

숙 & 김현주(2007) 재인용).

하지만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서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 부자가족에 특화된 정책은 거의 없

었고, 미혼한부모 지원정책은 미혼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김

영란, 2016). 본 연구에서 부자가족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고 했던 몇몇 참여자는 실제로는 시설을 이용

할 수 없었는데, 시설의 절대적인 숫자도 전국에 3개소로 적을뿐더

러 그마저도 자리가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부자가

족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 재정 부족뿐만 아니라 부자시

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 등의 이유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자가족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집단화되어 나타나

기도 하였는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부자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

하고 건설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였다(김기화, 2015). 이

러한 시각은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통념과 함

께 후원금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에 비해 부자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조성을 어렵게 만들게 하였다(장연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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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동시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함에 따라 출생신고

를 하지 못한 미혼부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

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

부에서 일명 ‘사랑이법’을 만들었으나,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랑이의 사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사

랑이법은 모든 미혼부 가족의 사례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의 자녀는 제도권 밖에 놓여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되었다. 

아빠가 인지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 개념에 ‘충분히 제공되는 학

습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해

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

라도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엄마들에 비해 부족한 정보 교류의 기회

는 이들이 자녀의 학습 기회 부족을 더욱 체감하게 하였다. 일-가

족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들은 바쁜 일상으로 아이의 학습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먹는 것과 학습 

도구의 구매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였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의 자녀는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응급실을 가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도 받지 못하였다. 아이가 출생신고

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맞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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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있었다.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참여자는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과 관련하여 실시됐던 마스크 10부제에도 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이들이 바이러스 전파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제적, 시간적 접

근성의 문제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대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로 그 조건을 제한

했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를 가진 참여자는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미혼부들은 정신적인 고통

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 과정에 대한 중압감, 출생신고

라는 큰 장벽을 넘어선 후에 느끼는 허무함,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나 홀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

책감 등이 있었다. 참여자 전부 자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건강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아빠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발산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으며, 이들을 지원해주는 공적 자원도 부재했

다. 한부모가족 심리검사는 민간단체에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보통 

아이만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마저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지원 격

차가 커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됐다. 겉으

로 드러나진 않지만, 아빠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아이 학대가 만

연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는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을 위해 앞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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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빠의 건강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미혼부 가

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중 하나만 무너져도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취약성이 다른 일반 가정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였다. 

특히나 아빠의 정신건강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아빠

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

빠들이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주민

센터였는데, 주민센터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해 자세한 안

내와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다. 병원에서도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의사의 무분별한 발언 및 차별적 진료 역시 미혼부 

자녀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시

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미혼부 시설 역시 전국에 3개밖에 없었는

데, 그마저도 자리가 차서 들어가지 못했던 참여자가 있었다. 주민

센터, 병원, 미혼부 시설 등 일선기관에서의 초기 대응 관련 지원책

이 요구되며, 미혼부 가족을 위한 사이트 혹은 긴급·상담 전화 등의 

온라인 형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혼부

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미혼부뿐만이 아닌 

다른 한부모에게도 요구되는 사안일 것이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

움이 미혼부 영유아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앞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

하여 참여자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추가적인 탐색을 통

해 정책의 구체적인 개입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조사질문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

을 때 나타난 보고를 통해 추후 있을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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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첫째,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고 있다

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때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세

부적으로 “처음 아이의 영양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시점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영아기나 초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미혼

부에게 아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정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잘 배우고 있는지, 학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

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형의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 영

유아기 내에서도 발달 단계에 따라 좀 더 세심하게 질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셋째, “미혼부가 되시면서 홀로 아이의 건강을 신경 써야 했을 때 

떠오르는 기억들을 이야기해주세요.”와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의 질문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각각 바로 

좋은 기억/나쁜 기억 혹은 긍정적인 영향/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눠 질

문을 하였더니 그러한 문제가 조금 해소되는 듯해 보였다.

넷째, 홀로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면서 했던 좋은 기억/나쁜 기억,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혹은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복되

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이에 어떤 참여자는 대답을 반복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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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걱정을 표했고,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던 참여자도 있었다.

다섯째, 연구자가 심층면접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러한 경

험이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이기 때문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미혼부에게도 오랜 시간 

고민이 필요한 이슈였다. ‘미혼모와 다르게’ 미혼부이기 때문에 더 겪

게 되는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 같았는데, 

이를 위해 참여자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고안하거나 

심층면접조사 전에 질문지를 미리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이 필

요할 것으로 보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에 있어 포화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새로운 요인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눈

덩이 표집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혼부로 구성

된 커뮤니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가 수행된 독특한 맥락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100만 원 미

만은 8명, 100~199만 원은 2명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이 미혼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미혼부가 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졌는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미혼부

의 연령에 비해 자녀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만 있으며, 기관 및 단체에서 연구 참여자의 섭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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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미혼부가 포착

된 것으로 보였다. 추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정된 짧은 기한 안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

면서 세세한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1, 2명의 자료를 

우선 전사해 본 후 어떤 양상을 간과했는지 확인하여 추가적인 질문

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료에 대한 민감성이 수반되어야 할 일

차 코딩에서 세세한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자의 주

관을 연구 참여자에게 대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 

연구는 미혼부 가족이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겪었던 건강 불평등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서 남겨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소외된 집단을 위

한 정책 개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도권 

안의 미혼부 가족이 가족 이데올로기 속 겪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경

험을 다룸으로써, 미혼부 가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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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Health-

related Factors and Contexts 

among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in Urban Areas

Hyuna Ja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ealth of young children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ensures 

lifelong health for individuals, and affects the health potential of a 

population a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public health of next gener

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health of young chil

dren, Domestic studies have looked at factors that affect the health 

of early life mainly in the field of children study and health scienc

e, most of which wer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Oversea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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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ies have continued to report that family structure affects the he

alth of children in their early years of life. In this situation, there i

s a family structure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t’s a unwed s

ingle father family.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re are problems 

with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of unwed fathers and social vulne

rability of single father family. Also there is a problem that childre

n of unwed father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by their biological m

other from the time they are born, which is a point that distinguish

es them from other single father families. In the absence of study 

on the health of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it is necessary t

o seek the direction of policymaking to improve their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depth the health-rela

ted factors and contexts among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A

ccordingly,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1:1 in-depth interviews 

with 10 unwed fathers and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nclusiv

e analytic procedures’. The codes derived under the ‘inclusive anlay

tic procedures’ are classified based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

nd are named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The researcher derived 

a total of 98 codes, 38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from the a

nalysis. Because the categories were scattered, the researcher desc

ribed them in three main areas. The three areas are ‘the health con

cept of young children recognized by fathers’, ‘the health-related f

actors of young children’, and ‘the father’s response strategy for th

e health of young children’. ‘Area’ is not a term used in the ‘inclusi

ve anlaytic procedures’ and is a term used arbitrarily by this resear



- 103 -

cher. 

The health concepts of young children recognized by fathers wer

e ‘the fulfillment of a child’s basic needs’, ‘the good growth and de

velopment of a child’, ‘the balance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

alth’, and ‘the healthy environment around a child’. Based on the he

alth concepts of young children recognized by fathers, factors such 

as ‘the difficulty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world of only “a 

child and me”’, ‘father’s mental health and absence of care means’, 

‘the lack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unwed single father fa

mily’ and ‘the unfulfilled basic human rights’ were negatively affecti

ng the health of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The fathers were 

responding in their own way. They were responding to the preparat

ion for children’s meal in their own way, were trying to establish 

material stability for their children, and were doing their best for r

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fo

llowing policies for the health of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We need to find ways to manage mental health of unwed fathers. I

n addition, initial response-related support from field offices such 

as community service centers, hospitals, and single-father facilities 

is required. This could also be considered for online forms such as 

sites for unwed single father family or emergency and counseling c

alls. Ultimately,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should be resolved. Finally, support for workfamil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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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ciliation of unwed fathers is required.

                                               

Keywords : Young children of unwed fathers, Health of young c

hildren, Health inequality,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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