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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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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혜 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발견하고
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Colazzi의 연구방법으로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 강원도 D시에 거주하
는 60-70대의 저소득 조모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한 손자녀 양육체험은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든 손자
녀’, ‘보상받지 못한 노년을 만든 손자녀’, ‘양육하기에 자신의 자녀와 다른 손자녀’, ‘가슴에 아
린 한으로 맺힌 손자녀’, ‘할머니 엄마로 만든 손자녀’의 5개의 주제 묶음과 19개의 구성된 의미
로 도출되었고,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할머니 엄마’임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뜻을 둔 양적연구가 아닌 현상학적 연구
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
족 조모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손
자녀 양육에 대한 저소득 조손가족의 조모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지원의
현실화, 조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손자녀의 어머니인 며느리에 대한 감정 정리 지
원, 죽음에 대한 준비지원, 양육에 대한 자신감 향상 지원 등을 제안하여 조손가족 조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과 정책 및 실천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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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손가족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조손가족은 2005
년도에 전체가구의 0.36%인 58,101가구로 1995년에 비해 10년간 무려 60.6%가 증가하
였으며, 농어촌은 이보다 더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다(남명숙, 1999). 이는 IMF금융위
기 이후 가족 불안정성의 증폭에 따른(박옥임, 2006) 부모의 이혼, 별거 등의 가족해
체(김혜선, 2004)와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한다’는 혈연중심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었을 때 아동들의 실질적인 양육자는 대부분 친조부모였고, 이중 조모가 전체
의 85%이상으로(김정은, 2002; 김혜선, 2005) 배우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모가 손자
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김미혜․김혜선, 2004; 옥경희, 2005).
이처럼 조손가족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된 새로운 가족구조이며, 핏줄문화가 사
라지지 않은 한 가족해체로 인해 남겨진 아동들이 남이 아닌 조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의 가족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조손가족은 가족구조 자체가 유약하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혈육이라는
이유로 손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지만 조부모도 사회의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
는 점이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약화, 경제적 문제, 우울 등의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부담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신체‧심리‧사회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Emick and
Hayslip, 1999; 최혜지, 2006 재인용). 또한 조손가족 조부모가 보호해야 할 손자녀들도

부모의 부재에 따른 허탈감(Houtman, 1999), 두려움, 당혹감, 분노 등으로(Brown, 2003)
과잉행동, 우울, 공격성 등의 정서와 행동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Grant, Gordon
and Cohen, 1997; 신은정, 2004 재인용), 조손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비웃음

거리가 되어(Roger and Henkin, 2000)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학업 관련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Pruchno, 1999; Strom and Strom, 2000) 돌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안고 있는 조손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격동의 시
절에도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려했던 조부모들에게 자식의 분신을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거둘 것인지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지나친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는 조부모에게 ‘시간의 어긋
난 역할인 부모의 역할’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면서도 가족의 양육자로서 조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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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지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조손가족 조부모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가정의 형태로 월 7만원 정도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거나(허남순, 2004), 조부모를 소년소녀가정에 얹혀사는 피부양
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최해경, 2002),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양육태도나 양육스
트레스에 관한 시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매우 잔여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조손가족 조부모로서
살아가야 하는 조부모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지원 하에서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아동양육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돌봄의
대상인 조부모가 돌봄의 대상인 아동의 양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는 아동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신체적, 경제
적, 정신적 영역의 여건들이 녹록하지 않지만 아동의 주양육자로서 아동과 함께 살
아가고 있고, 대중매체에서도 손자녀에게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2차적 방어
선’(Jendek, 1994)으로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갈수록 가족 안정성이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조손가족을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복지 지원체계로 접근
하면서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혜선, 2004; 한경
혜,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이 형성되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조부모의 시각에서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
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 중에
서도 저소득 조모가 아동의 양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모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한 아동
양육의 체험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해당 변수로 분해해서 단편적으로 제시했던
1)

양적 분석 의 편향성을 보완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 2007년 10월까지 학술진흥재단에 보고된 논문과 학위논문은 각각 16편과 25편에 달하고 있다(김혜선,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두연(2006), 장희선(2006), 정다겸(2007)이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
하여 조손가족의 형성과정, 양육동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연구가 양적 연구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양적 연구방법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조손가족의 실태(옥경희,

2005; 김봉미, 2005; 박혜인, 2005), 사회적 지지(송나영, 2007), 양육 스트레스(김혜선, 2004; 이화진,
2004), 생활만족도 등의 심리․정서적 안녕(김정은, 2002; 김혜선, 2005), 역할수행도(정정신․이현경․박희
숙, 2005), 보상과 부담감(이상현, 2005) 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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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부모의 역할 변화
현대사회의 조부모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수가 손자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부모가 30년 이상을 손자녀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Davis, 1977; 백문화, 1992 재인용)때문으로 여겨진다. 실
제 1990년부터는 십대들의 94%가 적어도 한명의 조부모를 가지고 있으며(Uhlenberg
and Kirby, 1998), 성인의 75%는 조부모가 되고, 그 중 50%는 증조부모가 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어서(Hooyman and Kiyak, 1993), “매시간 아동은 태어나고, 조부모 또한 태어
난다(Kornhaber and Woodward, 1981)"고 볼 수 있다. 이는 조부모의 존재가 손자녀의 탄
생의 결과이며, 따라서 조부모의 역할이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부모 역할
보다는 조부모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영자, 2001).
전통적으로 조부모의 역할은 세대를 이어 가족 역사, 전통, 가치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손자녀에게 전수하는 ‘공동체의 수호자’였다(Sonnek, 1980; 이영숙‧ 박화윤,
2002 재인용). 노년기에 접어든 조부모의 이러한 경험은 성장하는 손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에 보람과 애착을 느끼는 동시에 일생동안 쌓아온 경험을 제공하고 삶의 의
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Kornhaber, 1985), 조부모들은
손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박계범, 1985).
하지만 현대의 조부모들은 자신들이 손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의 독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하기보다는 그 때 그 때의 빈번
한 접촉과 교제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Cherlin and
Fursternberg, 1985). 다시 말해서, 조부모들은 손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

기 때문에 자신들은 손자녀의 양육에 간섭할 수 없으며 손자녀들이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보다는 TV나 매스컴 등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손자녀들의 관심을 끌기 위
해서는 물질적인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고 생
각하고 있다(원순영, 1985). 이처럼 조부모의 역할은 손자녀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행
사하고 가정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쳤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에게 손자녀 양육을 맡
기고 물질적인 관계에서 손자녀의 주변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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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조부모들의 한편에서는 산업화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권위
를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대리모로서 손자녀를 양육했던 지위와 역할은 사라지고
손자녀 양육 행위만 조부모의 역할로 남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맞벌이 자녀를 위
해 부모역할을 보조하거나 자녀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구조적으로 비어있
는 부모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2. 조손가족의 개념
우리 사회는 조손가족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정의가 공식
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손가족을 조손가정, 조
손세대, 조부모-손자녀 세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조부모 손자녀 양육가정(이
상현, 2005)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개념도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아동의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조부모가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에 대하여 양육자
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부모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조손가
족의 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손가족의 구성원이 부모
의 사망, 이혼, 별거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부모의 개입이 거의 없는 경우만 해당되
는지(김혜선, 2004; Bunnette, 1999) 아니면 노동시장의 상황과 돌봄의 공적 지원이 부족
한 상황에서 아동을 조부모에게 맡긴 경우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박충선‧이영석‧정
일선, 2003; 김다율, 2006; 한경혜, 2007)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
으며, 연구 결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조모 473명을 대상으로 조모들이 경험하
는 어려움과 즐거움의 내용 그리고 정도를 탐색한 한경혜(2007)의 연구에 따르면, 맞
벌이 성인자녀를 돕는 목적으로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경우의 조모들은 높은 보
상감과 낮은 비용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모가 손자녀의 부모로부터 물질적, 정
서적 자원을 받는 가운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심리변화를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고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모는 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Kelly(199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자녀세대의 가족 해체로 인해 손자녀
를 양육해야 하는 조모들은 상당한 정도의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
움(Kelly, 1993)과 분개, 죄책감, 좌절감, 피로감, 외로움, 덫에 걸린 느낌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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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Jendrek, 1993; Shore and Hayslip, 1994).
이러한 조부모의 상황은 한국 가족문화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보다 가
능한 현상이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는 자
녀의 부모 부양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며, 이는 부모-자녀관계의
호혜적 균형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의 이혼, 사망 등의
원인으로 형성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는 자녀로부터 보상받기 어려
운 호혜성의 균형을 깨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모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최혜지, 2004). 따라서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행위는 보상 없이 조부모에게 과
대비용만을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로(최혜지, 2004), 국내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조부모에게는 높은 스트레스(김정은, 2002)와 정서적 고통 (김혜선, 2005) 그리
고 심각한 우울감(최해경, 2002) 등이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맞벌이나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없는
노동환경 때문에 부모의 보조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그의 손자녀로 구
성된 가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형태라기보다는 확대가족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가족의 조부모는 비록 아동이 부모와 물리
적으로 떨어져서 조부모와 생활한다 할지라도 보조 양육자로 정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점점 더 핵가족화 되어 가는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자녀의 가족해
체 등으로 인해 돌봄의 대상인 조부모가 돌봄의 대상인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은 해당자의 다수가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형태인 조손가족으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러한 가족의 조부모는 자신이 손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할 유일한 혈육이라는 절대
적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손
가족의 전담 양육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도 부모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custodial care)(Pebley and Rudkin, 1999)를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을 ‘자녀 세대의 가족해체로 인해 물적, 정서적 지
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책임 있게 양육할 전담 양육자로서 손자
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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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Cola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 7명으로,
해당지역 종합사회복지기관의 협조를 받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조모들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표 1>과 같이 60대 초반에서 70대 후반에 이
르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5명, 초등학교 중퇴 1명, 고등학교 졸업 1명이었으며, 첫아
이가 유아기 때부터 양육에 참여자 한 연구 참여자 5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영아기 때부터 10년 이상을 양육에 전담하고 있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국
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 참여자 7을 제외한 여섯 가족 모두 민간지원을 받고 있는 상
황이었고, 연구 참여자 2는 아들이 장애인으로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3과 4는 너무 힘들 때는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나이

교육수준

1
2
3
4
5
6
7

73
62
72
68
63
65
76

무학
무학
무학
초중퇴
고등졸
무학
무학

손자녀
현황
여2, 남1
남1
여1
남1, 여1
여3
남1, 여1
여1, 남1

가족
지원
없음
없음
고모
고모
없음
없음
없음

양육
사유
부가출
부가출
부가출
부사망
부가출
부가출
부사망

지원
여부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국가

부모연락 여부
부와 가끔 연락
연락 없음
부와 가끔 연락
연락 없음
연락 없음
연락 없음
모와 가끔 연락

또한 연구 참여자 4와 7은 아들의 사망에 따라 며느리가 가출한 경우이고, 연구
참여자 1과 3은 이혼에 따른 아들 지원 부재,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에 따라
아들 행방불명과 며느리와 연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의 경우는 며느리와 긴급한 상황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을 양육한 이후 며느리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연
구 참여자 1과 3은 1년에 3-4번 정도 집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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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생활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 연구 참여자가 생생히 체험한 것을 기
술하는 것으로 주로 대상자의 진술과 분석을 통해 체험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다(Munhall, 1988). 즉,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
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기술을 읽고 또 읽어 함축적인
메시지 및 명백한 메세지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것이
다(신경림, 2000). 이에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는 Colazzi, Van Mannen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Colazzi(1978)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자 해
당 대상자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공통된 속성을 가진 함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Colazzi의 분석절차를 따랐다.

이와 같은 과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
가지 항목인 중립성(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사실적인 가치(true value), 응용성
(applicability)을 고려하였다. 먼저 문장을 명확히 하려고 여러 번 읽음으로써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서술과 표현의 정교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현상을 관찰할 때 선이해에 대한 내용기록을 확인
하면서 판단중지를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명에게 의뢰하여 결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응
용성은 연구 상황 밖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이외의 다른 조손가족 조모와 주변 사람
들, 담당 사회복지사, 조손가족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여한 해당 사회복지사들에게
읽혀 그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서술하고 연구결
과를 참여자에게 다시 읽어줌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확
인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도 D시의 종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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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를 대상으로 “조
손가족이 형성되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체험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
문을 가지고 참여자를 만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에 대한 선이해, ‘손자녀의 도움을 받으면
살고 있을 것이다’, ‘손자녀의 지지체계가 되지 못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연구과정에서 편견이 발생할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면담과정 동안에 Mose와 Field(1995)의 ‘동의과정’을 사용하였다(신경림 역,
2002). 이는 인간의 권리와 보호를 강조하며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 연구에 대한 동의

과정, 연구 참여자 의뢰 등 매 순간마다 옹호하는 역할을 함께 함을 의미한다. 연구
자는 첫 면담 시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
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과정에 대한 동의와 녹음
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이를 녹음하였다. 면담은 평균 3차례로 이루어졌고, 면
담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이 걸렸으며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4. 자료의 분석
분석절차는 Colazzi(1978)의 분석방법에 따라 참여자의 기술을 읽어서 구, 문장으로
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한 후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제 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화 하였다. 본 연구
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Colazzi의 분석방법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6단계의 방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진술을 읽는 것으로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최대한 공감하고자 면담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원자료를 읽었다. 제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제 3단계는 의미 있는 말이
나 문장들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였다. 제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또는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원 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련성을 재확
인하면서 하위범주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주제범주로 조직하였다. 제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 지금까지의 주제 묶음을 통합하여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에서 경험한 조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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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제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 시키는
과정으로 참여자에게 되돌아가서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Ⅳ. 연구결과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에 대한 원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고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일반적 언어로 재
진술한 구성된 의미들을 가지고 <표 2>와 같이 19개의 구성된 의미를 조직하였으
며,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든 손자녀’, ‘보상받지 못한 노년을 만든 손자녀’, ‘양육하
기에는 자신의 자녀와 다른 손자녀’, ‘가슴에 아린 한으로 맺힌 손자녀’, ‘할머니 엄
마로 만든 손자녀’의 5개 주제 묶음이 확인되었다.
<표 2>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 주제묶음
주제 묶음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든 손자녀

보상받지 못한 노년을 만든 손자녀

양육하기에는 자신의 자녀와 다른
손자녀

가슴에 아린 한으로 맺힌 손자녀

할머니 엄마로 만든 손자녀

*
*
*
*
*
*
*
*
*
*
*
*
*
*
*

구성된 의미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기가 막힘
복 없는 팔자가 한탄스러움
며느리가 원망스러움
피붙이기에 어쩔 수 없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얽매임
시간에 빗나간 엄마역할이 남사스러움
노쇠한 몸으로 생활고를 버텨야 함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없어 움츠러듦
세대 차이에 난감함
나름대로 하는 양육이 어려움
양육에 자신이 없음
부모의 빈자리가 불쌍함
못 해주는 속상함
모질게 대한 뒤에 맺힌 미안함
애써 참아내는 모습에 가슴이 메임

*
*
*
*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이 외롭지 않음
남기고 떠나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며느리가 양육자 되어주길 막연히 기다림
할머니 엄마임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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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묶음 1.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든 손자녀
조모들은 비록 과거에는 고생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 앞에 놓인 손자녀의 운명에 기가 막혀 했다. 설마 며
느리가 제 자식을 놔두고 연기같이 사라질 줄은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한
동안 멍한 마음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죽을 고생하며 키웠는데 지
지리도 복도 없고 팔자도 세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삶 자체가 한탄스럽
기까지 했다. 그리고 미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 자식을 버리지 않았는데, 살
기 힘들다고 제 자식 버린 며느리가 원망스럽고,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마음
을 뭉게 버리는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졌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손자녀를 키워야한다는 마음이 더 앞섰다. 손자녀는 남이 아니라 자신의
피붙이기에.
*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기가 막힘
새벽에 여기다 처박아 놓고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요. 소식도 없으
니까(연구 참여자 4)
내가 고만 덤덤하게 했어. 설마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저리 갈 줄 알았나?
처음 왔을 적에 말할 수가 없었지. 저녁마다 울었다고 내가.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적막강산이지 뭐(연구 참여자 1)
처음에는요. 나는 요. 남의 집 며느리들이 어린애를 낳고 놓고 갔다. 저 도
로 난데 있지? 거기 그 집 며느리. 아가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머니
가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깐 어떻게 할겨. 그렇게
살던게 나도 어찌할 껴(연구 참여자 4)

* 복 없는 팔자가 한탄스러움
업을 얼마나. 내가 태어날 때 업을 얼마나 짓고 살았는지(연구 참여자 4)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를 내가 맡게 되가지고 애 장난감이랑 옷이랑 우리
큰 아들하고 챙기는데 진짜 맘이 서글프더라고요. 나도 자식을 셋이나 키웠
는데(연 구참여자 3)
내가 남한테 월 그리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내 자식 키우는 것도 그런데
그 후대를 , 그 자손을 또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우나. 내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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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죄를 졌나. 남편 복도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맞는 가 봐요(연
구 참여자 6)
새끼를 서이 키운다고 내 젊어서도 어렵게도 키웠는데 또 저 새끼들 서이를
나한테 맡으라고 하니, 내가 기가 차지 뭐. 애비 키웠지. 저것들이 남으니까,
저래가지고. 편한 생활을 내가 못보고 살았지(연구 참여자 1)

* 며느리가 원망스러움
며느리 오는 날부터 나는 못 먹어도 우리 며느리는 참 내가. 나는 못쓰고,
몸이 아파 약을 못 먹어도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항상 돈 있으면, 너 반찬 해
먹어라, 고기 사먹어라, 돈이 있는 대로 줬어요. 내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싶어서 (연구 참여자 6)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될 수 있으면 찾아가 죽이고 싶더라고. 그래 저한테
없는 집에 왔다고 우리 아저씨도 십원 한 장 벌어도 뭐 먹고 싶니?... 내가
속이 썩어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 있다가 그래 해도 같이 사는 살면 다 묻
힐 것 아닌가? 다 묻었지. 다 묻었는데 저래가 나가고 나니까 내가 해준 게
너무너무 괘심해(연구 참여자 4)
원망스럽지. 왜 안 원망스러워. 고달픈 대로 살았으면 지 신랑도 안 죽었을
것이고, 애들 둘이 시방 안 갈라졌을 거고. 저 하나 생각 잘못하는 바람에
신랑 죽고. 말하자면 원망스럽지(연구 참여자 7)

* 피붙이기에 어쩔 수 없음
내버리지도 못하고, 고아원도 못 갖다 주고 내가 키우고 있지 뭐, 할 수 없
지(연구 참여자 1)
저도 못 키우니까 지금 이렇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래 버리지. 부모가 아
빠 엄마가 다 이혼도 안하고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말소가 돼버리니까 이러
니까(연구 참여자 5)
내가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고 그걸 적어 놨으면 그걸 찾으면 아버지 이름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본적 그게 아버지 이름 그 집 식구가 다 나올 거 아니에
요. 인제 아버지 이름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못 찾는 거야. 찾지를 못한 거야.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니깐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자 할아버지 앞으로

00를 올려 놨지(연 구참여자 2)
할머니한테 와서 살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중략) 막막한 이런
거는 내가 각오하고 있었는데(연구 참여자 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 ❙ 73

주제묶음 2. 보상받지 못한 노년을 만든 손자녀
피붙이라는 이유로 손자녀를 전적으로 맡은 조모들은 자신의 삶을 급하고 강하게
바꿔야만 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활했던 자유로운 삶으로는 손자녀와의 동거생활
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손자녀의 생활에 맞춰가는 생활은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얽매임의 시작이었고, 대외적으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때는 지레 문제 있
는 자식을 키운 어머니이라 흉볼까봐 손자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박복한
현실이 남사스럽게 느껴졌다. 게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현장에 다시 뛰어
들어야 하는 상황은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생이 아니라 그저 내려앉는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고생이었다.
* 내 마음대로 못하는 얽매임
내 자유로 댕기고 놀고, 내 자유로 조금씩 벌어가지고 놀고 친구들하고 댕기
고 했는데, 애들만 따로 내빼고 나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놀
러도 못가고( 중략) 친정에 조카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한번도 못가보고 동
생 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는데 못가보고. 6년동안. 경제
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고. 저것들 셋이 내버려 두고 못갔어. 누가 돌봐줘야
하니까. 놔두고 못가서 그렇지...나는 갈 때 가고 놀러도 가고 어디 다녀볼
때도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니다가... 나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가고 여
기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뭐. 그러니까 폭삭 다 늙어버렸다고. 저것들 키우
다가 다 늙어버렸어(연구 참여자 1).
내 혼자 살다가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래 살았는데 애가 오고 나
서 아이가 낮에는 안자고 밤에도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안자고, 나
는 밤늦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자지 않으니 힘들었어요(연구 참여자 3)

* 시간에 빗나간 엄마 역할이 남사스러움
복지관에서 애들 데리고 일년에 몇 번씩 애들 구경시키고 나들이 나가요. 애
들 둘이만 보내고 싶은데 애들 둘이만 안 갈라 그래. 그럼 난 억지로 따라
가는거야. 곤혹스러운 거는 내가 억지로 따라가는데(중략) 사실 피곤할 정
도지. 한번씩 갔다 오면. 그런데 애들 때문에 애들 위주니까 내가 따라가 줘
야 되는데 그 때가 참... 지네들은 별 뜻 없이 놀고 하는데 서글프더라고. 뒤
에서 있으면 서글프고 기가 막히고 그 때가 참 비참하더라고, 난 애들 키울
때보다 그럴 때가 더 비참하더라고(연 구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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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생하는 거 누가 알아줘. 내 고생하는 거 남한테 말도 못해. 남사스러
워서. 자식들하고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으면 따뜻하게 내가 이래 하지만 다
른 것도 없고(연구 참여자 1)

* 노쇠한 몸으로 생활고를 버텨야 함
그 돈이 뭐고 더럽다하지?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왜 돈 때문에 죽고 살고
그러니깐. 돈이 없으면 다른 것도 못 사잖아요. 아파도 그렇고 돈 없으면 죽
는 판인데(연구 참여자 2)
애들 땜에 이리 댕기지. 몸이 정 아프고 하면 댕기지 말라 하는데, 아 안가
면 그러면 맨손 믿고 앉아 있으며 누가 돈주나 니가 돈주나 이러니까 웃더
라고 기가차서. 그래가 이래 사는 게 끝까지 내가 이래 고생스럽다고..아무
래도 안되겠다고 해서 내가 다리를 절고 그랬는데.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내 생활한다고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해주
는데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면 9시서부터 서가지고 4시 되면 집에 온다고.
와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루 가면
그 때는 만원도 받고, 이만원도 받고 대중없어.(중략) 유지가 안되는데 안
갈수도 없어. 일을 안하면 안되냐구. 그래도 새끼들하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기 나와서 일을 하지(연구 참여자 1)
이 고생 말로 하면 뭐하누. 애 둘을 키우느라... 내가 아이들 키울려고 일 다
니느냐고 배가지고 오징어 잡다가 내가 다리병신 됐어...약국에서 가서 약
사먹고, 그 약 먹고 조금 덜해가지고 진통제 주든가 말든가 조금 안 아퍼,
늘 아프니까 명태 따러 다니고. 내가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다니겠어요. 오
죽 답답하면 요런 병아리 같은 애를 데리고, 데리고 다니겠어요. 명태 따는
데에 갖다 놔도 맘이 안 편하고(연구 참여자 4).

주제묶음 3. 양육하기에는 자신의 자녀와 다른 손자녀
조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예전에는 자식을 키우는
일이 내 자식이라 맘 편하게 키웠다고 생각됐다. 하지만 손자녀는 내 핏줄이지만 한
다리 건넜다고 내 마음 같지도 않게 느껴졌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손자녀를 키
운다고 허둥대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을 흉내 내는 것도 늘 한계로 다가올 뿐 매사가
벅차기만 했다. 그래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남의 손가락질
만 받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손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바르게 살기’를 강요해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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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손자녀들의 반응은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서 혹시나 자신의 자녀들처럼 되
지 않을까하는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 없었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갔다.
*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없어 움츠러듦
내 손에 낳은 자식은 화가 나면 막 이래 마음대로 막 그 전에는 많이 때려서
키웠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세월이... 또 살아가는 세
월이 그렇고... 또 바뀌잖아요... 손자녀들은 마음대로 못해.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로 힘들어요(연구 참여자 6)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모르는데 큰 애 같은 경우는 알면서도 일
부러 말 안듣고 자식들 키우면 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
게 할 때는 나 같은 내 자식 같으면 소리 지르고 때리기라고 하는데 막 말로
애들은 한 다리 건너니. 나름대로 내 혼자 화를 삭이고...애들이 반항적으로
애들이 이런 것이 많았어. 애들하고 마찰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들을 때리
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마라. 그러고 지는 울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지네 엄마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은 엄마니까 잊어버리는데 할머니는 그게
안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런 심
장병이 오더라고(연구참 여자 5)

* 세대 차이에 난감함
요즘 사람들처럼 피자나 이런 것들 많이 안 사주거든요. 또 애들 위해서 따
로 반찬을 안해요. 내가 먹는 그 식으로 반찬을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엄마
신세대들하고 다르니까, 그래 되니까. 지네들한테도 스트레스고 나한테 스
트레스는 애들이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만큼 그런 게 또 스트레스고... 영양
이든가 생활태도 학습 여러 가지를 엄마가 못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엄마
역할을 하다보니까 세대차이가 나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 나이가 61이니까
내 자식을 키웠을 세대하고 지금 애들의 세대하고 문제가 많이 틀리죠. 그런
걸 몰랐잖아요.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제가 또 많이 젊었고 그 때는 지금 세
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애들이
시대에서 인터넷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보
는 거하고 내가 옛날에 하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정신적인 갈
등도 많았고...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니 머리가 아파서 못
배우겠더라고요. 공부는 제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 배우는게 또 틀리는데 물
어보면 난감하더라고 애들한테.. 아 엄마하곤 많이 틀리구나 느꼈지(연구 참
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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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그게 제일 내가 쫌 슬퍼. 내가 배우고 했으며 지금 뭐라고 물으면 답도
해주고 할텐데. 뭘 물어보면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연구 참여자 7)
함께 하는 친구와 잘 다녔고 공부도 받아쓰기도 그런대로 했고 잘하든 못하
든 학습지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공부가 떨어지고 학년이 높아
지니까 내가 봐 줄 수도 없고 그래도 옛날에는 소수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워서 가르칠 수도 없더라구요(연구 참여자 3)

* 나름대로 하는 양육이 부담스러움
내가 공부해라 책 봐라 그랬던 게.. 애한테 스트레스가 됐는지... 어떻게 그
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공부 안하고 그러는데 그냥 나둘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몇마디 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됐나봐. 스트레스가 얼
마나 쌓였으면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소리 쳐요. 비를 맞으
면서 소리를 치는 거에요.(연구 참여자 2)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배운 것
도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저것들을 잘하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찌
될지도 모르고. 이래가 저거 밥이나 먹이고 키운다고 이래 키우고 있지 (중
략) 우리 할머니는 엄하다 소리를 많이 할꺼에요. 왜냐하면 함부로 키워놨
다가는 다음에 지내들이 생활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물건이 제자리에
안하는 것은 하지마라 반듯하게 자라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애들이. (중
략) 내가 나름대로 좀 엄해요. 왜내면 바깥에 나가서 할머니가 키운 애들이
라서 남이 저렇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가 듣는 걸 싫어가지고. 애들한테도 바
깥에 나가서 학교 가서 모범이 되라 도와 줄줄 알아라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남한테 되돌려 줄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연구 참
여자 5)
밉다고 말 안 듣고 이럴 적에는 욕을 하고 두드려 패고 이런다고. 사람되라
고 하는 게 저것들은 야속하다고 하지만 그래 안하면 되지도 않고(연구 참
여자 1)

* 양육에 자신이 없음
공부를 못하니까. 뒷받침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함부로 요구도 많이 못하겠
고. 왜 못하냐면 그러다가 아가 빗나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
지고 못 그래요. 내 손에 난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막 이래 때리면서 어쩌
고 저쩌고, 머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첫째 애들이 집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집 나가면 애들이 어디 나쁜 길에 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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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항상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함부로 요구를 못해,. 뭐라고 말을 못해(연
구 참여자 6)
못된 아이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 건달 될까봐 그게 겁나요(연구 참여자 4)
지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 안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와서 잘못 될까봐 그것
도 걱정이에요. 지금은 그저 삐뚤어지지만 않고 잘 커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연구 참여자 3)
조손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거기서 탈선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애기가 먹고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남아 있는 문제는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혹시 남자라도 사귀고 탈선할까 싶어서 제일 큰 문제는 그거
에요. 지금 지나온 과정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그게 젤 큰 문제죠(연구
참여자 5).

주제묶음 4. 가슴에 아린 한으로 맺힌 손자녀
조모들은 나름대로 키운다고 키우지만 다른 집의 아이들과 달리 손자녀에게서 부
모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았다. 손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란 소리
도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었고, 운동회나 생일에도 챙겨주는 이 없는 손자녀가 불쌍
하게만 느껴졌다. 할머니라도 가슴 한 곳이 멍든 손자녀를 듬뿍듬뿍 챙겨주고 싶지
만 쾌적한 집도 아니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지도 못하고, 해달라는 것은 못해주는 것
이 태반이니 그저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모질게 해대기도 했다. 자신의 속이 상
해서 어디 말할 때는 없고, 자신만 바라보는 손자녀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자신은 그
렇게라도 내린 가슴을 풀고 있지만 기댈 구석이 하나 없는 손자녀들은 그저 내린 가
슴을 참아내고만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담아놓은 눈물이 메임을 느꼈다.
* 부모의 빈자리에 불쌍함
내가 가만 어떨 때는 애들 자는 거 눕혀 놓고 이래보면 말도 못해. 심장 상
하는 것.(중략) 내속에는 병이 다 생겼다고. 전부 다. 다른 애들 같이 애들이
엄마하고 들어오고 아빠 부르고 들어와야 하는데 할머니하고 들어오는 게

(중략) 운동회 때 가보면 뜀뛰고, 할머니 왔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게 반갑
고. 남의 부모들은 와서 막 와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 까. 내가 그게 쫌 한
이 되고 (중략) 작은 머스마가 어디 애들하고 싸웠다고 하길래 뭐 땜에 싸웠
니? 친구들하고 싸우면 못쓴다. 그러면 엄마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소리
를 듣고 있어? 그런 게 저 말마따나 혼나고 두들겨 패줬데. 그래도 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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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싸우지 말고 착하게 해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그래놓고 그 소리 한
거는 잘 때려줬다고 했어. 그거는 잘했다. 왜 엄마 아버지가 없어? 그것은
잘 때려 줬다 했어(연구 참여자 1)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통 없고 불쌍하죠. 뭐 태어나서 엄마라고 불러 보지
못했으니 할미가 아무리 잘한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연구 참여자 3)
우리 애들은 조금 숫기가 없어.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은 홀랑 까져가지
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 게 없다고. 까부는 게 없어. 내 생각은 부모들이 옆
에 없어서 기가 죽는가 싶어서 뭐라 하다가도 내가 뭐라 못한다고(연구 참
여자 5)

* 못 해주는 마음이 속상함
우리 집이 가난하고 창피하데잖아. 가들은 잘 살고 우리는 창피하지 친구들
데리고 오면 먼지도 많이 나고 옷을 농 안에 걸어놔도 냄새가 많이 나고 우
리는 모르겠는데 코에 냄새가 배서.. 하도 맡아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아이
들이 냄새난다고 자꾸 그러더래 (중략) 저거 해달라는 거 못해주고. 다른 애
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 사랑도 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지도 못하고. 너
무 속상하죠. 속상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지요. 정말로 말할 수 없어요. 너
무 속상하고.. 지 애비가 있었으면 천하 없다 했어(연구 참여자 2)
지한테 남들 같이 해주지 못하는 게 제일 속상하죠. 정말로 너무 속상해. 남
들은 ... 지도 보는 눈이 있잖아. 듣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속상하지
요. 남과 같이 입고, 남과 같이 먹고 이렇게 가르치고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
니까. 많이 속상해요. 누구한테 애기는 못하고. 공부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그게 제일 속상해(연구 참여자 6)
남들처럼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가슴이 아퍼. (중략) 우리
애는 아직 한번도 학원을 보내보지 않았는데, 있는 집 앙들은 학원을 다니는
데 (중략) 저학년때 는 못 느꼈는데 고학년이 되고 보니 걱정이 되요. 저번
일요일에도 교회 가는 걸 이 위에서 보고 있으니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도
놀 새도 없이 학원을 다니는데(연구 참여자 3)
해주는 게 없지. 지 누이 있을 것에는 한 3-40만원씩 받았는데, 지 누이가
없이 지 혼자 있으니까 20만원 미만이야, 그것 받아가지고 학원비 10만원
주거든 (중략)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조가 없다하니 큰일이다. 뭐 말이 쉬
워서 대학교 넣어놓으면 지가 벌어서 한다한다 하더니 그래도 집에서 뒷받
침해줘야지 지가 공부하는 놈이 뭘 벌어(연구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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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질게 대한 뒤에 맺힌 미안함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전화로 그냥 죽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말하고 맘이 아퍼서 집에 와보니 아퍼서 아가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중
략) 이제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한두번도 아니고 너무 아프니깐 죽으라
소리만 나와요, 죽으라 소리만, 죽으라 이러면서도 가슴이 아프지 속으로는
그래 가지고 아침에 밥 안 먹이고 보내고 지금 아퍼 아프다 하는데도 밥 안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지금 죽 안쳐 놨어요(연구 참여자 2)
맨 날 혼나지 그래 엊저녁에 내가 뭐라 했어. 너희들 밥먹고 설거지도 안하
고 있나. 할머니가 종일 서 있다가 저녁이 오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하니
까 둘이 누웠다고 할머니 아프면 안가면 안되나 이래 안가면 너희 그 밥 뭐
먹고 너희 아빠 돈 보내주나? 암말도 안하고 있더라고. 제일 살아가는 것보
다 애들 뭐 해주라 하제.. 그게 제일 딱하다고 (중략) 내가 뭐라 하는 게 그
게 싸우는 거지 뭐. 내가 뭐라 하니 께 저거들 막 내가 뭐가 하거든. 요거하
고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면 두드려 패 놓고도 내가 맘이 안좋다고. 니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부모들 죈다. 그래가 마음이 안좋아서 저거들 재워놓고
울기도 하다가 간에 불이나면 후딱 나간다고. 나가서 저 아래 내려 가가지고
한참 있다고 속을 꺼져가 오면 애들은 자고 있다고(연구 참여자 1)

* 애써 참아내는 모습에 가슴이 메임
누가 때리면 맞고 울지 대들지를 않아. 지 애비를 일찍 그리워서 그런지 잘
울어. 엊그저께 저 할아버지 제사 지낼 적에 (중략) 지 아버지 밥을 떠서 갖
다 놓고, 네 애비 밥이다. 네가 처리해라. 그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게 술을
석잔 붓고, 절을 세 번하는데 그렇게 울어. 그러니 저 큰아버지도 울고, 내
울고, 그 때 초상집 같았지(연구 참여자 7)
살이 너무 쪄 가지고 간수치가 살이 너무 쪄도 그런 거라네요. 스트레스 받
아도 그렇고 스트레스. 뭐 지야 왜 안받겠어요. 텔레비전 보고는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가 되겠지요(연구 참여자 2)

주제 묶음 5. 할머니 엄마로 만든 손자녀
조모들은 손자녀와 살면서 괴로움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핏줄 하나로 연결
된 시작된 적응의 고통을 지나 손자녀의 자리가 조모의 삶속에서 서서히 넓어짐을
경험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힘든 삶속
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자신마저 없으면 또 버려져야 할 손자녀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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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마
음이 급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그리도 원망했고 미웠던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손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는 심정 안으로 녹아지면서 손자녀의 삶을 위해서라도 그들
이 다시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손자녀를 위해 자신의 양육
방식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자식을 잘못 키웠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자 각오를 하며 떼어놔야 하는 애잔함을 고통으로 느끼는 엄마, 즉 손자녀를 가슴으
로 낳은 ‘할머니 엄마’가 되고 있었다.

* 사람 냄새가 나는 삶이 외롭지 않음
아이들을 키우면 외롭지 않다는 거. 지지고 볶고 싸워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중략) 오히려 애들이 없으면 내가 허전할 것 같고 (중략) 지금은
내가 귀찮아도 손자와 어울려 사니까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연구 참여자 5)

* 남기고 떠나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손자 있는 놈 저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아주 아프면 쥐약이라도
먹어버리면 내 자살하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손자 있는 놈 하나가...(연
구 참여자 4)
이렇게 고생을 해오니까 내가 오래 살겠나 싶어. 골병이 들어서. 부담감이
많지. 부담감이야 말할 수 없지.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애들이 제일 그거 할
텐데(연구 참여자 1)
지금은 저거들 밑은 닦아 놔야 그거 할 텐데. 그 도움을 많이 뭐야 하는데
만일 이러다가 도움을 못주고 갈건가 싶어서, 그게 어렵고 아파가지고. 사람
이라는 던 모르는 거거든 . 밤새 안녕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데 죽고
가는 게 그게 제일 내가 염려하는 거니까.(중략) 시방 어찌 될지는 언제 죽
을지도 모르고 저것들 땜에 제일 걱정이라 (중략) 고등학교만 ... 만사소원
이 없어. 저거 하나 믿고 내가 의지를 하고... 내가 그때까지는 숨이 있었으
면 좋겠다.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해. 그거지..내가 저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죽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저것도 대판 정말 개판이 되고 말
아.(연구 참여자 7)
내가 아프면 안되는 데 내가 어지간히 아파서는 아프다는 그것도 안하고 지
금 온 집안 식구들 말짱 다 아픈 사람뿐인데 나까지 누우면 어떻게 해요. 뭘
누가 어떻게 할꺼에요. 난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죽을래도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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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고(연구 참여자 2)

* 며느리가 양육자가 되어주길 막연히 기다림
간 사람한테 뭐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3년까지만 해고 혹시나 새끼가
있으니까 돌아오려나 해서 말도 거시기하게 하고 아무리 모질게 키워도 지
엄마가 났지 싶어서 전화가 가끔 오면 그렇게 받아 줬어요(연구참여자 3)
형편이 안되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지가 형편이 안되니까 지도 키우고 싶겠
지. 그런데 공부 가르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으니까 나한테 맡긴 것 아니
겠어. 살만하면 자기 자식인데 데리고 갈텐데 살만하지 않으니 그러겠지...
언제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연구 참여자 2).
언제든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연락이 되겠죠? 언젠가는 연락이 되겠죠?
새끼들을 맡겨놨는데 지네들이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지가 경제적으로 자
립되면 데리고 갈 생각인데 지금 엄마가 35살이잖아요. 어리니까 지금 나가
서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엄마가 벅차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크면 안데리고 가겠어요? 그쵸? (중략) 내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

(연구 참여자 5)

* 할머니 엄마임을 수용함
처음에는 우리 애들 키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세대 차이 나는 것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했고 지금은 그러면서 보니까 아 교육이 지금 잘못됐구나. 지금
내 자신이 바뀌어지니까 (중략) 지 어미가 하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줬
지. 보내 놓고 내가 며칠을 울었다고.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울었는데. 길가
다가도 교복 걸려 있는 거 보면 우리 00가 할머니 하는 것 같고, 지금도 가
다가 중학교 입고 있는 애 보면 뒤에서 할머니 하고 뒤에서 부르는 것 같고

(연구 참여자 7)
애들이 나중에 알아주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고생 생색내려
고 하는 건 아니니까. 지들이 시골에서 제대로 교육 못받고 못해버리면 지네
들 앞길을 또 망치니깐. 난 그런 거를 두 번 다시 초래하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식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도 그런 꼴이 되는 건 지 팔자고. 애네들
은 내가 최선을 다해 본다는 그 뜻으로 하는 거지(연구 참여자 5)
지네들은 지네들끼리 맘에 안 들고 이러니까 지는 저들대로 할머니 밑에서
큰다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엄마 같은 이런 생각만 하는 거라(연구 참여자

1)
어쩔 때는 텔레비전 나오는 거 내가 이래 보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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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가만히 있어. 누가 물으면 할머이 엄마라 그래라. 그러라고 시키지.
왜 그러냐면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되니까. 어떤 엄마들은 물어 보면, 쫌 미
안하고, 쫌 미안해 생각할 것 같고, 함부로 이야기를 못 물어보겠다고 하더
라고. 딸이냐? 손주냐?. 그것을 못 물어 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렇
게 물어보면 할머니 엄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죠(연구 참여자 6)

Ⅴ.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의 의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저소득 조
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탐색해 보는데 목적
을 두고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원도 D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
가족 조모 7명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는 손자녀와 함께 조손가족을 형성하
면서 19개의 구성된 의미들을 통해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든 손자녀’, ‘보상받지 못
한 노년을 만든 손자녀’, ‘양육하기에 자신의 자녀와 다른 손자녀’, ‘가슴에 아린 한
으로 맺힌 손자녀’, ‘할머니 엄마로 만든 손자녀’의 5개의 주제 묶음과 ‘할머니 엄마’
라는 손자녀 양육체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첫 경험은 ‘날벼락처럼 삶에 끼어
듦’과 같았다. 기가 차고 박복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어쩔 수 없이’ 손자녀와 생
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손가족의 경우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손자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돌볼 것인지의 양자택일에서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해 양육책임
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정란(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에서 손자녀를 맡는다는 것은 ‘우러나옴’, ‘자연스러움’보다는 ‘상황에 떠밀림’이나
‘피붙이라는 의무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모성을 버린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강했다. 이는 여성이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이 사랑의 행위(이숙현, 2005)로 당연히 여기고
있는 조모의 입장에서는 손자녀의 ‘어머니’ 부재가 조손가족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조손가족은 여성이 집을 나가면
서 남성에게 자녀들이 남겨졌을 때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양육 담당자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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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로 조손가족이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김두연, 2006).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양육을 둘러싼 변화로 인해 ‘보상받지 못함’이라
는 경험하였다. 즉, 자녀 양육을 끝낸 이후 자신의 생활에 적응해왔던 조모들은 손자
녀의 삶에 맞추다보니 점점 더 자신의 생활영역이 줄어들고, 조모의 역할에서 어머
니의 역할까지 넘나드는 혼란과 예상치 못했던 생활비의 증가로 ‘얽매임’, ‘남사스러
움’, ‘버팀’ 등 고생했던 자신의 과거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과는 달리 조손가족
조모들은 자녀세대와의 단절에 따른 어떠한 보상, 특히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인에게서
빈곤이란 단순히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박탈의 문제만이 아니라 빈곤에 의
해 노년기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 양
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조손가족 조모
의 경우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노인가구의 빈곤화의 위험 그리고 손자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욱 빈곤한 경제적 현실에 처하기 쉽고, 이는 불안정하고
우울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이상현, 2005). 하지만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 가
정으로써 지원이 아닌 각각의 대상인 노인과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즉, 현재는 요보호대상으로서 각각의 노인과 아동이라는 개념에서 지
원이 가능하나 조손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상황은 매우 빈약하며, 오히려 조
손가족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는 법적으로 서로 부양의무관계로 서로에 대한 부양역
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정부의 지원에
서 제외되어 지원받기가 더 어렵다(이상현, 2005). 또한 조손가족 조부모는 국민기초
생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법적 보호 장치인 대리양육임에도 불구하고
7만원의 양육보조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혈연관계로 어쩔 수 없이 손자녀를 양육해

야 하는(허남순, 2004) 조손가족은 형성자체가 빈곤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김혜선,
2007).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손자녀라는 존재가 자신의 ‘피붙이’이지만 자신의 자식에
게 행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손자녀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이는 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실존하지는 않지만 항상 조모와 손자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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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으로, 그 존재는 조모가 그토록 원망했던 손자녀의
‘어머니’이었다. 이처럼 손자녀의 어머니는 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걸림돌이자 보이지 않는 감시자로서 늘 조모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가슴에서 부모의 빈 자리를 경험하였다. 조모
는 엄마,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행사 등에서 조차
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속상해 했다. 특히 조모들은 손자녀의
학습지도를 어려워했는데, 이는 김정은(2002), 이상현(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되
고 있다. 이처럼 손자녀의 교육문제는 조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만 조모
가 가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장희선(2006)의 연구처럼 조부모는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즉, 먹이고 입히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돌보는 것 등의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것에만 관여를 할 뿐, 학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업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손자녀 교육을 위한 정
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지도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경제적
형편으로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무학, 저학력의 조모일 경우에는 초등학생인 손자
녀의 학습지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이상현, 2005), 손자녀의 공부가 떨어
지는데 대해서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조모의 불안을 단
순한 기우로 평가 절하할 수 없는 것이 조손가족의 손자녀 1/3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반면, 일반 가정의 아동은 단지 1/8뿐(Bryson and Casper, 1998; 김정은
2002 재인용)으로 조손가족의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가족해체와 빈곤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
이 미비한 양육여건과 교육여건으로 사회적 상승이동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며 생
활에의 불만, 낮은 자아정체감 등을 보이는 데(최경석 외, 2001; 정란, 2002 재인용),
연구 참여자들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회의감, 양육에 비호의적인 교육 여건들로 인
해 손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불안에 자신감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런 자신감
없음은 막연하게 손자녀을 모질게 밀어붙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적으로 좋은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그 행동에 대
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
여야 한다는 점(Bruno Bettelheim, 1987)에서 조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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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연구 참여자들은 손자녀의 맺힌 마음을 읽어줄 만큼의 관계가 정립이 되
면서 손자녀가 자신의 삶에 차지하는 공간을 보았다. 손자녀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자신의 삶을 살피게 되었고, 손자녀에 대한 혈육으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세
상에 내놓는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깊은 정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빈곤한 조손가족의 경우, 자
녀의 가정해체로 인한 시설이나 다른 보호선이 없어 마지막 가족으로서 아동을 조
부모가 거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자신이 죽거나 혹은 능력이 없어지면
누가 손자녀를 거둘 것인가를 우려하며, 높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Collins, Jordon and Coleman,2001; 정란, 2002 재인용). 하지만 부모의 불안에 아동은
더 불안해하며 그들 상호간의 불안을 악화시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과 부모의 불안반응은 그것을 초래했을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자녀
의 극심한 불안을 일으킨다는 점((Bruno Bettelheim, 1987)에서 주 양육자로서 조모들의
죽음 불안은 아동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삶의 힘들게 만들 수있다. 이러한 마음의 변
화는 남겨져야 할 손자녀를 위해서 미움과 원망의 대상인 며느리를 막연히 기다리
는 계기를 만들었고 손자녀에 대한 핏줄의 의무감이 아닌 노년기 자신에게 남겨진
상황들을 모아서 손자녀의 남은 삶에 주고 생을 마감하려는 할머니 엄마로서의 삶
을 수용하고자 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Cola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토대로 2007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조손
가족이 형성되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가지
고 강원도 D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모 7명을 대상으로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 묶음과 19개의 구성된 의미를 통해 저소득 조손
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할머니 엄마’임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같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뜻을 두고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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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종합해보면, 저
소득 조손가족 조모는 ‘자신이 피붙이는 자신이 거두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
지고 손자녀 양육을 감당하는 ‘할머니 엄마’였으며, 이 점은 조손가족을 유지하게 하
는 장점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의 여건들은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의
전담 양육자로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먼저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없어 보인다.
아동의 존재를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은 임신기간이나 입양절차 기간 등의 ‘기
다림’을 통해 가족이 아동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하지만 조손가족 조모들은 ‘날벼
락’처럼 손자녀를 떠맡고 있었다. 이는 자식의 가족해체에 대한 적응, 나이에 어긋난
역할인 아동 양육에 대한 적응 그리고 노년기에 기대했던 삶의 붕괴에 대한 적응 등
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조손가족 형성 자체가 스트레
스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손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도 부정적
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할 만큼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보
인다. 특히 노인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양육과 경제활동을 병
행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 조손가족 조모보다 여건이 나은 여성 한부모 가
족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우리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때문에 아
동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셋째,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손자녀가 사는 시대의 흐
름을 따라잡기가 힘들어 보인다. 자신의 자식을 키웠던 경험만으로 손자녀를 양육하
는 것은 조모나 손자녀에게 세대 차이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시대에 맞는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조모들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이 지
나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자책하는 이중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아
동에 대한 양육의 태도가 희생과 처벌의 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을 손자녀에게 표출함으로서 아동의 가족에 대
한 불안정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한계성은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 공동체의 양육자의 역량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조손가족은 다른 결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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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에서 가장 안정된 가정이며, 아동이 독립세대로 사는 것보다 조부모와 함께 사
는 것이 가장 가족과 같은 세팅에서 사는 것(Burnette, 1999)이라는 측면에서 조손가족
조모가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간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조손가족이 가족해체로 남겨진 아동의 대안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노
년기에 있는 조부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손가족의
실제 가장인 조모는 이미 능력이 소진되어 부양을 받아야 할 처지의 노년기의 조모
들임을 인정하고, 노년기의 잔존 능력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위탁가정의 형태로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방법은
조부모위탁가정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최악의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인 소년소녀가장
제도를 부추기는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의 후퇴를 의미하기도 한다. 비록 의무감이
라 할지라도 핏줄이라는 결속감은 아동보호가 탈시설화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부모의 존재는 주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둘째, 저소득 조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손가족 조
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과거의 삶에 대한 상실감이며, 준비
기간조차 없이 아동 양육을 맡게 되는 혼란스러움이다. 이는 노년기 조모가 살아 온
전 생애의 의미까지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으며, 조모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모의 상실감과 혼란스러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애 탐색’, ‘현실 나누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공식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더불어 농촌,
어촌, 산촌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나 방문간호서비스 또는 학교지원 서비스 등을 통
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저소득 조손가족의 조모 중 친조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는 손자
녀의 ‘어머니’, 즉 며느리에 대한 감정 정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모에게 있어서
며느리는 원망의 대상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손자녀의 안녕을 위해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며느리는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유
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모가 여자이자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봄
으로써 손자녀의 어머니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늘 존재하는 며느리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승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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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넷째,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죽음과 사후에 남겨질 손자녀에 대한 교육과 나눔
그리고 계획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조손가족의 양육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할머니 엄마로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친 조모의 죽음은 조모나 아동에게 불안감
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죽음에 대한 구체
적인 접근을 통해 조모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조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예전과 다른 현
재의 양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아동 양육
에 일관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조모가 현시대의 어머니처럼
양육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조모에게 많은 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저소
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한
데, 조모의 시대적 가치관에 눈높이를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조손가족의 아동의 양육에 대한 멘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멘토는 아동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또래 등의 사회에서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탐색하여 조모
의 역량 밖의 영역에서 아동의 발달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저소득 조손가족
이 공적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영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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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stering Experience of Custodial Grandmother
in Low-Income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Hye-su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o achiev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ustodial grandmother's fostering experience in
low-income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the Colazzi‘s method for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was applied to examination of in-depth interview of 7 custodial grandmothers who are
in an age group between sixties and seventies residing in D city of Gangwon province.
Interviews were held individually three times during January～April, 2007. The result shows that
the fostering experiences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low-income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were understood by 5 categories: ‛grandchild breaking in grandmothers' lives as unexpected
sudden event', ‛grandchild making their lives void without compensation', ‛different grandchild
from child whom they brought up as mothers in the past', ‛grandchild driving grandmother's
lives to despair', 'grandmothers who must have roles as mothers again'. Alth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limitation of generalization due to phenomenological research, it will
contribute to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fostering experience of low-income custodial
grandmother, suggesting realiz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iving psycho-social support on
grandmother's fostering stress, emotional control support on grandchild's mother. And it will help
to make progams for rebuilding their feelings on daughter-in-laws, preparatory education on their
death, improvement on fostering.
Key words : low-income grandparent-grandchild family, custodial grandmother, foster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