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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여성가장의 가족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 관한 연구*

성향숙(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장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이며, 그 이용과
정에는 어떠한 작용/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 이용과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중 과정연구에
적절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부산지역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9명의 한부모 여성가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 하였다. 11개의 범주와
33개의 하위범주, 15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핵심범주는 ‘서비스 이용전략을 활용하여, 서
비스 이용과정에 있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여성가장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체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건이 되었다. 둘째, 서비스
이용전략은 ‘소극적 자원모색’, ‘적극적 자원모색’으로 변화하다가 ‘왜곡’으로 변형되는데, 선별
기준 장애가 ‘왜곡’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서비스이용 경험은 ‘신뢰확장’, ‘반신반의’, ‘기대차
이 확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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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확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
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배제 현상에 놓여있는 한부모 여성가장1)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
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권리확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장의 51.5%가 소득분포 10분위 중 하위층인 3분위
에 포진되어 있고 이들의 빈곤 위험율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IMF를 겪으면서 여성과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
이다(성정현․송다영, 2005: 37). 최근에는 이혼에 의한 여성가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득(취업), 아동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혼과 사별을 경험하면
서 이들 가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가족, 소집단, 공공영역에서 의사소통 연
계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원숙경, 2007). 이처럼 다면적인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출되
어 있는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되지만, 여성가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빈곤실태와 여성가장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
한 법과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는데 머물러있다(성정현, 2006; 이용우, 2006; 박영란․황정임,
2002; 여지영, 2002; 이혜경, 1998).
문제는 여성가장의 빈곤심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라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할 때, 가족복
지서비스가 탈빈곤과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다. 가족복지 서비스가 여성가장의 삶의 여건을 반전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
스 이용과정의 장애요소를 감소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가족의 잠재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서 자립자활을 위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복
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의 확립, 가족복지 서비스
1) 본 연구에서는 사별, 이혼, 유기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의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가장이라는 용어 외에도 여성가구주, 여성세대주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여성가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성가장’이라는 용어는 성별분업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개념이지만, 이혼과 사별 후 실질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측
면에서 연구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부모 여성가장’을 이하에서 ‘여성가장’으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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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Gilbert와 Spect(1974)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서비스
의 이용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Walker(2005)는 서비스 이용자의 입
장에서 효율성이란 규칙과 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투입할 수 있는 최소의 노
력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처리과
정에 걸리는 시간이 가능한 한 짧아야 하고 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하
였다.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때 클라
이언트의 서비스 이용과정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McKinla(1971)는 개인 혹은 집단의 서비스 이용과정을 분석할 때, 경제적 변수, 사회인구
학적 특성, 지리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이라는
6가지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Gate(1980)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인구가
서비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인지, 동기가 필요하며,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별기준, 자원이용과정을 거쳐 서비스이용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과정은 인간생활의 전차원에서 발산되는 모든 변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만큼 서비스 이용과정은 이용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고 지대하다
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여성가장처럼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접근과 이용이 원활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구되지 않는 듯하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국외연구도 대체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다(Kadushin, 2004)는
한계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장이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
이며, 그 과정에는 어떠한 작용/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여성가장의 가족복
지 서비스 이용향상이라는 대안모색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연구 내용은 여성가장의 생존기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과정에
장애 혹은 촉매 계기가 되는 요인과 이에 대한 여성가장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봄으로서 서
비스 이용과정의 역동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가장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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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촉진하거나 혹은 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넷째,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 후 여성가장이 느끼는 경험의 내용은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연구는 여성가장 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의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한 현실 여건을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 고찰
1. 한부모 여성가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에서의 역할분담, 가부장적 관계 등 다양한 사회경제
적 요인들의 복합으로 인하여 여성가장은 복합적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 빈곤이
가장 위협적이다. 송호근(2002)은 여성가장의 빈곤 문제가 빈곤문제의 일부분을 자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빈곤문제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
라에서 빈곤의 형태와 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빈곤은 성별화되어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저소득 한부모가구 현황

가구현황
가구
합계
인원
여성
한부모

남성
한부모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계
124,144
(100.00)
339,712
(100.00)
100,335
(100.00)
267,189
(100.00)
23,809
(100.00)
63,523
(100.00)

모부자가정 보호대상
소계
55,158
(44.4)
141,383
(41.6)
44,904
(44.8)
114,229
(42.8)
10,234
(43.0)
27,084
(42.6)

재가보호
54,146
(43.6)
138,644
(40.8)
43,912
(43.7)
111,560
(41.8)
10,234
(43.0)
27,084
(42.6)

자료 : 석재은 외(200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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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992
(0.8)
2,739
(0.8)
992
(1.0)
2,739
(1.0)
(0.0)
(0.0)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호
대상

68,922
(55.5)
189,086
(55.7)
55,379
(55.2)
152,724
(57.2)
13,543
(56.8)
36,362
(57.2)

84
(0.06)
243
(0.07)
52
(0.05)
116
(0.06)
32
(0.1)
7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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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여성가장의 빈곤 현실을 보여준다. 한부모 가구는 전체 대상가구 중 80.8%로서
남성 한부모 가구 보다 4.2배 많으며, 모부자복지법에 근거한 여성한부모 가구 지원대상은
44.8%이며, 국기법에 의거한 수급대상자는 55.2%였다.
이들은 대체로 지속적인 생계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 공공부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대체로 낮은 학력과 미숙련이라는 인적자본 자체가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로 식당, 파출부, 생산기능직 등 단순 노무직과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소득불안정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 여성가장 중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저학력,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빈곤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복지부, 2006). 여성가장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빈곤의
세대이전과 같은 탈빈곤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되는데, 조명래(1997)는 이를 두고 ‘전망의 부재’라고 하였다.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 여성가장은 가사, 육아, 간병부담과 같은 돌봄노동을 전담하고 있
다. 한쪽 배우자의 부재현상은 가사, 육아, 자녀교육 등 생활문제를 여성가장 일방에게 전
가하는 구조를 만들게 됨으로서 이들은 만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신은 정서적․육체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을 상실하게 하며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석재은 외, 2006:
54 재인용).
셋째, 일반적으로 개인은 연계망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을 형성하며, 사회연계망은 정서
적인 만족과 사적이익을 제공하는 자원적 성격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사람들은
개인적 연계망을 통하여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감정적 소통을 하며, 상부상조하는 공동
체를 유지하고자 한다(김현주, 2003: 137). 그러나 여성가장은 이혼과 사별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중심의 가부장적 관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석재은
외(2006: 53)의 연구에서도 결혼관계를 통해 여성이 유지하고 있던 자원으로서 가족관계가
이혼과 사별과정을 겪으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지자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특히 저소
득층의 경우는 생계를 위한 취업으로 인해 가족해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을
계속 유지할 여유가 없어 일반 한부모보다 더 협소한 지지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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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복지서비스 내용 및 이용과정
1) 가족복지서비스의 내용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가족’의 개념은 전
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친밀함을 내용적 특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념
도 역시 ‘영역이 느슨하고 넓으며 또 변화되고 있고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백종
만, 1994: 9)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복지서비스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
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 활동으로 다분히 가족복지의 제도
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가족복지기관의 목표는 가족 내의 개
인 및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서(조흥식 외, 2002:
65-66) 가족의 기능이 순기능적이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가족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으로 NASW는 가족직접실천(family direct practice), 가족보호
(family caregiving),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가족계획(family planning),가족유지와
가정중심서비스(family preservation and home-based services), 가족치료(family therapy)를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가족복
지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은 서비스의 양과 질적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표 2>는 NASW의 프로그램 영역을 참고하여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06-2010)에 담긴 가족복지서비스 중에서 여성가장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였
다.
영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평등하
고 민주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가족돌
봄 서비스는 보육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회관, 창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
회연대은행을 통한 소액신용대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처럼, 서비스 개입
이 필요한 가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가족옹호 서비스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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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체화되거나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가장이
자신의 생활기반인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가족옹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표 2> 가족복지 서비스의 내용
영 역
가정생활
교육서비스

가족돌봄
서비스

가족복지 서비스 내용

소관부처

가정생활 교육․상담 서비스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이용 서비스

여성가족부, 교
육부, 농림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서비스

여성가족부, 교
육부, 청소년위
원회, 복지부

노인돌봄

장애아 가족 돌봄

요양․ 보호시설
- 치매중풍노인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
- 가족돌봄자에 대한 상담 및 자기치유 프로그램
- 가족관계회복 및 친밀감조성 프로그램
-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여성 재취업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여성가족부

기혼여성대상 직업훈련 서비스

노동부,
여성가족부

가 족 보 존 과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서비스
가정기반 서
미혼모․부가정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시설 확충 서비스
비스
한부모가족 자존감 및 한부모 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사회적응 향상 서비스
- 가족간의 자조 커뮤니티 모임 등 지지망 형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제공 서비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각종 지역사회 자원 협조체계구축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부
및 사회적 인식개선
- 미혼모․부발생예방을 위한 청소년성교육
가족옹호

가족치료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구조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서비스

법무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 서비스

정보통신부,
청소년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 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에서 재구성

- 99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1호(통권 제22호)

2) 가족복지서비스 이용과정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가? 개
인이나 집단은 동일한 욕구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원하는가? 어떠한 경우에 사람들은 서
비스를 찾게 되는가? 어떠한 환경이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가?
1985년에서 2000년 사이의 64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한 Kadushin(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누군가 수발할 사람이 있거나 비공식적 지원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는 대체로 신체적 손상이 더욱 진행되거나 수발자 부담이 더욱 증가한 이후에 공식적 서비
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Perlman(Gates, 1980: 151 재인용)도 미
국 중산층 문화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개인이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
기 전에 친구, 친지, 자신에게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전통
이며, 개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지쳤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공식적 서비스 이용은 개인
의 한계가 도달한 이후에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 McKinla(1971)는 개인 혹은 집단의 서비스 이용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경제적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 사회문화
적 변수,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이라는 6개 요인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
비스 이용과정은 인간의 삶의 전 차원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일부 혹은 특정요인들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과정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Gates(1980)는 서비스 이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지․동기가
필요하며, 지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선별기준, 자원이용과정을 거치면서 걸러진 결과로 마
지막 단계로 서비스이용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제도 기
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최초로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심각성,
지원에서 올 수 있는 기대되는 도움, 도움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에 관한
인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인지 그리고 지식
을 서비스를 찾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에는 촉발작용(trigger)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식과 동기를 갖추었으며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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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거나, 개인의 사적정보가 주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스티그마, 신체적 손상 등과 같은 두려
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 심리적 두려움을
강화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선별기준으로는 재정적 장애(financial barrier),
자격요건(formal eligibility requirement), 절차(process), 욕구진단(diagnostic determination of
need)과 같은 선별기준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김영종(2005:384)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따르는 장애는 물리적 거리, 경제적 이유, 개인
적 동기와 인식 등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애는 지역사회, 계층의
차이,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그 자체만으
로도 일종의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인정해야한다고 하였다.
송다영(2005)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적 확충
을 통해 지역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Kegan et al.(송다영, 2005에서 재
인용)도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접근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과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의 실현은 가족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특히 최
근에 는 성인지적 관점이 가족연구에도 도입되면서 성차이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 접근방
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정재훈, 2005). 이를테면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더라
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욕구와 서비스 이용양태는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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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진행 과정
연구 진행과정은 근거이론의 방법에 따라 첫째 단계로 문헌연구과 심층면접을 하였다.
또한 2차 자료로서 연구 참여자가 가족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보완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단계, 자료분
석과 해석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하여 핵심범주를 찾아내고자 하였
다. 셋째 단계에서는 연구결과의 함의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언을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각각 제시한 단계에 따라 진행하였지만, 각 단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상호보
완과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주제형성

→

자료수집

→

자료분석과 해석

→

연구결과

개방코딩
연구주제 형성

문헌연구

축코딩

연구결과

심층면접

선택코딩

함의 및 제언

상황모형
〔그림 1〕연구 진행과정

2. 연구 참여자 표집
본 연구를 위하여 9명의 여성가장을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사회복지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가장희망센터 등의 소개를 받아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
여자의 경험이 무엇보다 연구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여성
가장이 된지 3년이 경과하고, 서비스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기관의 실무자에
게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후 직접 2-3차례 전화연락을 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
고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30대 2명, 40대 4명, 50대 3명으로
이혼 4명, 사별 4명, 유기 1명이며 월 소득은 평균 85만원이며 이중 2명은 현재 무직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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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방법
여성가장에 대한 연구주제를 형성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성가장에 대한 문
헌연구를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사회복지운동단체,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검토하면서 이
들의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활동내용과 기사를 검색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 인터뷰
는 2007년 7월 20일에서 9월 5일까지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고려하였던 점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의 보호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약속하였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윤리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집, 직장, 기관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기본적인 생활실태, 가족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인식․
태도․감정을 중심으로 경험의 내용, 가족복지서비스의 이용 경로에 대하여 반구조화하여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연구 참여자 1사람 당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
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녹음한 내
용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성문화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자에게 성문화된 문서를 우편으로
우송한 후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연구 참여자는 본인이 구술한 내
용을 문서화한 것에 당황하면서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을 재설
명하고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음을 약속하지만, 최종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연구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것을 재동의 하였다. 또한 분석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명의 기관 실무자와 1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하였다.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여성가장이 처음 기관을 찾게 되는 과정과 기관의 서비
스 이용양태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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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근거이론에 기반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현장연구의
한 형태이다. 현장연구의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의 실무, 행동, 신념,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탐구하는 것이다(신경림 외, 2004). 또한 근거
이론은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의미로 가득 찬 실제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통
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사회복지 실천과 잘 부합된다는 특성이 있다(에드먼드 셔먼, 윌리엄
리드, 2003: 141-142).
자료분석 절차는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상황모형 분석
과정에 따랐다. 특히 근거이론은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따라 분석과정을 이끌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무엇인가
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비교하기와 질문하기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나친 주관이나 경험의 작용은 엉뚱한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가 말하는 바에 집중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민감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유지
함으로서 자료를 꼼꼼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개념을 식별해 내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분석과정으로, 자
료에 대해 질문하기, 각 사건, 결과, 현상에 따른 사례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
면서 분석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1).
개방코딩 결과, 전체 11개의 범주, 33개의 하위범주, 15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2).

2) 4장을 기술하면서 복지관과 동사무소는 민간과 공공의 대표기관이므로 그대로 기술하였다. 또한 ‘가족
복지서비스’는 편의를 위하여 ‘서비스’로 축약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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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념추출과 범주화
속성/차원 범주

하위범주
경제적 어려움

<정도> 생활의 정신적 고통
많은/적은 고충
여유 없음

<강도>
강한/약한

개 념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뭐 그렇고 그런 직장, 먹고살기 어려움, 사교육비
부족, 빈곤의 대물림, 빚없는 사람 없음, 단전단수통보.
고립, 남편이 돌아오기 기다림, 혼자서 스트레스 해소, 이웃의 시선 불편
함, 속마음 열고 싶지 않음, 미래설계를 포기함.
수면부족, 휴일없음, 직장에 매임, 매일 밤늦게 퇴근.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와 대화시간 부족, 자녀의 탈선, 욕설이 심해짐, 아빠에게 아이 보냄,
자녀에게 엄마 이해를 바랄 수 없음.

주체적 인식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 스스로 삭힘, 자신과 타인과의 인생분리, 최선
을 다하는 삶이 보람된 삶

자립
떳떳한 삶
의지

친정에 손 벌리지 않음, 이웃에 돈 빌리지 않음, 생활고 견디기, 자립의
편안함, 어려운 세상살이가 당연함, 내 손으로 해결함

책임 있는
양육태도

엄격한 자녀교육, 자식이 삶의 목표, 양육비 잘 감당함, 아이 업고 장사함,
위탁시설에 자녀 맡기지 않음, 아이 아버지를 기다림.

시집에서 나올 때 뒷꼭지에 욕밖에 없음, 사별 후 시집에서 집문서 가져
시집과 관계단절 감, 시댁은 일하는 곳, 애 클 때까지 숨어삶, 시누이들에게 드나들지 말고
살자고 통보함, 시집식구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감.

<강도>
강한/약한 가부장
적관계
관계망 축소
<지속성> 해체
일시적/
지속적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친정
정보 접근경로
차단
가사/육아로
<강도>
인한 제약
강한/약한 서비스
접근 낙인우려
<방향>
저해
내적/외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
의존적 태도
<강도>
강한/약한 소극적 권유 받음
<연속성> 자원
지속적/ 모색 떠밀림
일시적

남편 생존시 도움 받았던 친구도 연락 없음, 도움요청을 우려한 친지의
회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외면함,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사람
이 많음, 결혼 후 육아로 인하여 본인의 친구관계 멀어짐, 이혼 후 혼자
남겨짐.
도움바라고 친정 옆에 갈 생각 없음, 친정 형제들이 옷과 과일 사다줌, 남
편 사후/이혼 후 친정에서 가까이 불러들이지 않음, 남편죽음을 친정에서
창피하게 생각함.
경제력 없어서 정보 접할 기회 없음, 일에 묶여서 동사무소 가기 힘듦, 신
문 볼 시간 없음, 전기료 아끼려고 컴퓨터 치움, 신문대금 절약하려고 신
문 끊음, 학력이 낮아 컴퓨터 이용 못함.
퇴근 후 치우고 씻고 자기 바빠서 생각할 시간 없음, 끝없는 살림살이로
지침, 상담가려면 애 맡길 사람 구해야함.
복지관은 장애인이 가는 곳임, 자존심 있는 사람은 못가는 곳, 무료 서비
스 제공기관은 이용하지 않음.
빠르고 힘 있는 사람이 서비스 지원받음, 지원받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돈을 숨겨둔 사람임, 진짜 서비스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음,
법과 현실은 다름, 고급차가 있어도 지원받음, 윗분들을 알아야함.
대학생 아들의 대리 정보 검색, 친정아버지가 대신 상담 의뢰함, 오빠 없
으면 물어볼 곳 없음, 남편 그늘에만 살아서 세상물정 모름.
형제자매/ 친지의 격려로 상담시작, 통장의 동사무소 상담권유, 자녀문제
로 학교 사회사업가 전화 받음.
친구가 베이비시터 교육받은 것에 자극받음, 형제들이 취업정보 획득 후
정보제공하면서 취업 독려함, 도움을 줘도 끌고 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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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차원 범주

하위범주
기관 방문

<강도>
강한/약한

적극적
자원 전문가 찾기
<연속성>
모색
지속적/
지식과 경험
일시적
활용

동사무소가 아니면 사정 들어줄 곳 없음, 동사무소는 민간인의 1차 접촉
창구임, 핫라인 이용함, 눈물로 찾아다님.
컴퓨터정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불가, 전문 상담가 필요함, 위로가 아니
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경력 많은 사회복지사 필요.
활발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파악, 다양한 인맥소유, 사
회교육기관에서의 사회복지 교육 참여, 이혼과정의 고통이 취업에 도움.

선별기준
따르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지원받음, 지인의 권유대로 국가지원 받기위해
집을 팔고 전세살이 시작함, 치료대신 아픈 아이 조심시키는 방법이 유일
함.

왜곡 편법의 필요성

적법한 서비스이용방법은 도움이 안됨, 정석은 이미 알고 있음, 우회적 방
법을 알고 싶음, 아는 사람들끼리만 편법을 공유함.

<정도>
많은/적은
<연속성>
지속적/
일시적

개 념

유료서비스
이용

어쩔 수 없음
선별
<수준>
기준
높은/낮은
장애 불합리한 기준

<정도> 신뢰
많은/적은 확장

<정도> 반신
많은/적은 반의

기대
<정도>
차이
많은/적은
확인

해당되는 서비스 없음, 공공기관 무료상담은 주눅들게 함, 유료상담이 마
음 편함, 맞춤형은 추가비용 필요함.
받아들이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음.
초라한 보금자리가 없어야 지원받음, 건강진단비용이 없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자녀병원비 지원신청 못함, 교육기간 동안 생계수단 없으
면 교육어려움, 딛고 일어설 발판마저 없어질 때 지원함.

사회를 신뢰함

여성가장을 지원하는 일은 세금을 올바로 쓰는 것, 국가와 사회를 신뢰하
게 됨, 기관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중요함, 줄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됨.

감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 따뜻한 사람은 아니지만 도움
을 주었음, 되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음, 좋은 선생님 만남, 관심있게 지켜
봄, 복지관 연계 후 아이들이 밝게 변해감.

양가감정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구심 생김, 사회복지사 이해하려고 노력함, 사회복지
사는 사명의식 중요, 친절해야 하는 직업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많음, 국
가는 잘살지만 복지수준 낮음.

전문성 부족

기대에 못 미침, 복지사의 지식부족, 어디가든 유사한 대답, 실망스러운
상담 결과, 제시만 할뿐 해결 안 됨, 시간을 낭비함, 도움에 한계 있음, 상
담은 일시적임.

기다림

상담이루어지기 까지 소요시간 김, 상담 결과 통보 없음, 기관연계에 시간
지체됨, 서비스 연계되는 동안 생업에 집중 못함,

일방적임

현장 확인 없음, 자기 말만 함, 묻지 않음, 떠넘김, 미리 정해져있음, 설명
대신 복사물로 대체함, 교육받은 기관이 아닌 경우 취업알선 안해 줌, 원
하는 시간에 상담하기 어려움.

낙인 받음

무료상담이라서 서비스 질 낮음, 못살아서 무시당함.

자책

무지로 인한 기회상실, 절망감을 느낌, 젊은 날의 철없음의 결과.

- 106 -

한부모 여성가장의 가족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 관한 연구

2. 축코딩
개방코딩을 실시한 이후 범주간의 관계와 맥락의 흐름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은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키고, 발달되는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으로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도구이다(Strauss & Corbin, 2001).
범주 내에서의 개념의 의미발견은 단지 사전적인 용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러다임모형에 따라 인과조건, 맥락조건, 현상, 중재
조건, 상호작용전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맥락조건
자립의지
가부장적 관계 해체
↓
인과조건
생활의 고충

→

현상

→

서비스 접근
저해

상호작용전략

→

소극적 자원모색

신뢰확장

적극적 자원모색

반신반의

왜곡

기대차이확인

↑
중재조건
선별기준 장애

〔그림 2〕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 107 -

결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1호(통권 제22호)

1)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1) 인과조건
인과조건은 현상과 관련된 상황, 쟁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단의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설명
해준다(Strauss & Corbin, 2001). 여성가장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인과조건으로
‘생활의 고충’이 나타났다. ‘생활의 고충’의 하위범주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여
유 없음’,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다.
‘생활의 고충’은 여성가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찾도록 방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연
구 참여자들은 빈곤한 여성가장들로서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실업, 무직
상태로 빈곤의 대물림을 걱정하였다.

(2) 맥락조건
맥락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2001). 맥락조건은 ‘자립의지’, ‘가부장적 관계해체‘로
나타났다. ‘자립의지‘의 하위범주로 ‘주체적 인식’, ‘떳떳한 삶’, '책임 있는 양육태도’로 나
타났고, ‘가부장적 관계해체’의 하위범주로 ‘시집과 관계단절’, ‘관계망 축소’, ‘멀지도 가깝
지도 않은 친정’으로 나타났다.

(3)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가 일련의 상호
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이다(Strauss & Corbin, 2001). 현상은 ‘서비
스접근 저해’이며 하위범주로 ‘정보 접근경로 차단’, ‘가사/육아로 인한 제약’, ‘낙인우려’,
‘공정성에 대한 불신’, ‘의존적 태도’로 나타났다.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까지 나아가기에
는 생활상의 장애물이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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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작용전략
상호작용전략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해
취하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를 풀기위하여 취해지는 의도적이
고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2001). 상호작용전략은 ‘소극적 자원모색’, ‘적
극적 자원모색’, ‘왜곡’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자원모색’의 하위범주는 ‘권유받음’, ‘떠밀림’
으로 나타났고, ‘적극적 자원모색’의 하위범주는 ‘기관 방문’, ‘전문가 찾기’, ‘지식과 경험활
용’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왜곡’의 하위범주는 ‘선별기준 따르기’, ‘편법의 필요성’, ‘유
료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났다.

(5) 중재조건
중재조건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
요한다(Strauss & Corbin, 2001). 중재조건은 ‘선별기준 장애’이며 하위범주로서 ‘어쩔 수 없
음’, ‘불합리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6) 결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또는 사람이나 집단이 작용/상호작
용에 의해 상황에 반응하는데 실패함으로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질문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2001). 결과로는 ‘신뢰확장’, ‘반신반의, ‘기대차이 확인’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신뢰확장’의 하위범주로는 ‘사회를 신뢰함’, ‘감사’로 나타났다. ‘반신반
의’의 하위범주는 ‘양가감정’으로 나타났고, ‘기대차이 확인’의 하위범주는 ‘전문성 부족’,
‘기다림’, ‘일방적임’, ‘낙인 받음’, ‘자책’으로 나타났다.

2) 과정분석

과정을 코딩하는 것은 축코딩과 범주구축의 일부로서, 목적을 가지고 작용/상호작용을 살
펴보고, 그 움직임과 순서의 변화 및 맥락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해 그것이 발전하는 것을
주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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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전략을 구사하는 단계는〔그림 3〕에서
보듯이 ‘자립의지’와 ‘가부장적 관계해체’의 양적 변화에 따라 달리 변화하였다. 양적변화가
상당히 진행한 단계에서 ‘왜곡’이라는 상호작용전략의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3〕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과정의 상호작용 전략 단계

(1) 자원체계 부족 단계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은 다차원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었고 낙인을 두려워하고 서비스
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며 타인에게 의존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
다. 그러나 여성가장은 ‘소극적 자원모색’, ‘적극적 자원모색’ 그리고 ‘왜곡’을 통하여 서비
스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전략이 ‘자립의지’와 ‘가부장적 관계해체’라는 맥락조건의 양적변화에 따
라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자립의지’가 부족하고, ‘가부장적 관계해체’되면서 여성가장은 기
존의 가족관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전
략을 모색하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사람들 즉
형제자매, 친구, 지역주민들의 권유와 떠밀림을 통하여 서비스를 찾아나서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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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 자원체계 형성단계
여성가장의 ‘자립의지’와 ‘가부장적 관계해체’가 일정하게 진전된 상태에서 이들은 ‘적극
적 자원모색’을 꾀하게 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거나, 지역사회 자원
봉사․학교 어머니 간부 활동 등의 경험과 사별/이혼을 겪으면서 얻어진 지식을 결합하여
서비스와 자원을 찾는 단계이다.

(3) 왜곡된 자원체계 활용단계
여성가장의 ‘적극적 자원모색’전략을 거치면서 자원체계가 증대되지만, ‘선별기준 장애’라
는 중재조건의 작용에 의하여 ‘선별기준 따르기’, ‘편법의 필요성’, ‘유료 서비스이용’과 같
은 왜곡된 전략적 접근을 보이게 된다. 왜곡된 자원체계의 활용은 복지권이 확보되지 않음
에 대한 개인적 대응방식으로 사회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전략의 부정적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속적 개념의 통합과정을 거쳐 핵심범주를 결정하
는 단계이다. 도출된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와 연관하면서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론을 정교
하게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핵심범주를 밝히고 개념의 통합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
는 기법으로 이야기 윤곽적기, 도표이용이 있다(Strauss & Corbin, 2001: 134).
1) 핵심범주 도출
여성가장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획득의 어려움을 겪고 낙인에 대한 심리적 우려도
하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물 넘기 전략을 펼치게 된다. 초기에는 권유받거나 떠밀림
을 당하는 ‘소극적 자원모색’을 하다가 ‘적극적 자원모색’ 단계에 이르면서 기관과 전문가
를 찾아 나서고, 다양한 사회경험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면서 서비스에 접근하
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준으로서의 선별기준 장애에 부딪히면서 왜곡된 서비스 이
용전략을 보인다. 여성가장의 서비스이용 경험의 결과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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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거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 서비스의 차이에 실망하게 된다. 또한 양자사
이에는 서비스에 대한 양가감정으로서 반신반의하였다. 결국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핵심범
주는 ‘자원모색전략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에 있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2) 이야기 윤곽적기
여성가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감내해야하는 열악한 생활조건에 직면
해 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 여성가장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제약조건에 부딪히게 되
는데 특히 경제적 요인들은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접근경로를 차단하는 기제가
되었다. 가사/육아와 같은 돌봄노동을 전담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았으며, 낙인과 같
은 심리적 위축, 행정과 법집행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존적 태도는 서비스 이용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였다.
서비스에로의 접근이 곤란한 현실에도 여성가장은 삶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녀양
육을 책임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가
장은 전통적 남성우위 사회에서 남편과 시집 중심으로 재편된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혼, 사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집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친정과의 관계도 결혼이전 관
계로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오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도 축소되
었다. 결국 가부장적 관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자원의 축소 또는 해체는 맥락적으
로 여성가장의 서비스로의 접근을 저해하였다.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장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가부장적 관계 해체는 상호작용전략을
조절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가장이 서비스 이용 장애를 넘기 위하여 선택한 전략은 자립의
지와 가부장적 관계의 해체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극적인 자원모색 전략
은 주위 친지와 가족들에게 떠밀리면서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단계이지만, 자립의지가 다
소 높아지고 자신을 둘러싼 자원체계가 일정정도 형성된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원모색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선별기준 장애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이용 전
략이 왜곡되었다.
여성가장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의 결과는 ‘신뢰확장’, ‘반신반의’, ‘기대차
이 확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가장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험하였던 장애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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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의 내용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소극적 자원모색 전략 보
다 적극적 자원모색 전략으로 접근되고, 왜곡 수준이 낮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경험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비
스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기대차이에 대한 실망의 경계에는 반신반의하는 양가감정을 경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자원모색’ 전략보다 ‘적극적 자원모색’ 전략과 ‘왜곡’ 전략
이 강조되었을 때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자원모색’ 전략 보다 ‘소극적 자원모색’ 전략이
채택되고, ‘왜곡’ 전략이 낮은 수준인 경우에 이상과 현실간의 서비스 기대차이를 확인한다.
전달체계의 특성과 부족한 사회복지인력, 서비스 내용과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래된 기
대와 현실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4. 상황모형
상황모형은 연구 중인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조건이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에
따라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지
금까지의 모든 범주를 통합하여 설명하는 단계이다
1) 개인수준
여성가장은 자녀와 가정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비스 접근을 시도하지만 저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사와 육아부담을 혼자 지게 됨으로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낙인을
걱정하는 심리적 위축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오는 여성가장 본인 중심의 관
계망도 이미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체적 인식은 자
원모색 전략을 촉진한다. 여성가장은 친지와 주위사람으로부터 권유받거나 떠밀리면서 자
원모색을 시작하지만 기관 방문, 전문가 찾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독자적이
고 주체적인 자원모색 전략을 펼친다. 서비스 이용전략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후 만
족감, 양가감정, 실망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가장이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현실을 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단계에서 여성가장 개인 차원의 경험이라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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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수준

여성가장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가족적 특성을 안고 있다. 여성가장과 자녀 사이에서 발
생하는 갈등관계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한 정
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가족여건은 서비스 이용
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성가장은 서비스 이용과정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을
모색한다. 전략 내용은 자녀를 책임있게 키우고 확대가족(친정, 형제자매)과 이웃에게 의존
하지 않으려는 자립의지와 시집 중심의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자원축소에 영향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과정의 초기에는 가족에게 의존적인 양태를 보이지만 점차 여성가장 스스로 자
원을 형성해가면서 가족의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원모색전략을 동원하여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3) 국가/사회수준

여성가장의 생활의 고충을 초래하는 가장 거시적 차원의 문제는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초래된다.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은 생활고를 초래하게 되고, 자녀양육과 여성가장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정보획득을 위한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를 치우고 신문구독을 해지하여, 전화번호부 책자와 생활정보지만 남기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안
고 있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여성가장의 서비스 이용과정에 영향
을 준다.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 한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데, 이러한 불신은 국가․사회가 제시하는 선별기준 장애를 만나면서 더욱 증폭
된다. 선별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선별기준에 삶의
방식을 종속시키면서 불합리한 기준을 수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 다른 일부는 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불합리에 편승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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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
여성 가장의 가족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장이 가족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 축소된 사
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조건에서 비롯되는 장애를 경험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
로 정보 접근경로를 차단하거나, 가사/육아로 인한 서비스 접근의 제약, 낙인에 대한 두려
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가족복지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였다.
둘째, 가족복지 서비스 접근전략은 여성가장의 자립의지와 가부장적 관계해체의 맥락에
따라 ‘자원 체계부족단계’, ‘자원체계 형성단계’, ‘왜곡된 자원체계 활용단계’로 발전하였고,
각 단계에 따라 ‘소극적 자원모색’, ‘적극적 자원모색’, ‘왜곡’ 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셋째,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을 모색함에 있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떠밀려서 서비스를 찾아나서는 소극적 자원모색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
하여 기관과 전문가를 물색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선별기준 장애
에 직면하면서 선별기준에 따르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등 왜곡된 형태의 서비스 이용을 보
였다.
넷째, 여성가장의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결과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서
비스 이용에 대한 감사함과 신뢰를 느끼는 유형이다. 둘째 서비스이용에 대한 신뢰와 불만
족의 경계 영역으로서 반신반의하는 유형이었다. 셋째 유형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현실
서비스간의 차이에 대해 실망하는 경험으로, 낙인과 자책감을 느꼈다.

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적 함의와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장이 처해있는 현실의 열악함 그 자체가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조건이 되
고 있다. 여성가장의 가족복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는 결국 이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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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가족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다.
둘째, 여성가장을 둘러싸고 서구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쟁점은 이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들의 노동의지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오히려 여성가장이 당면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족복지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한 자원동원 전략과 자립의지는 그들의 자활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 대응
행위는 여성가장에게 가족복지서비스와 같은 자원이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자립자활을 촉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개입
시기의 적절성이 중요한데, 여성가장의 왜곡된 자원동원 전략이 채택된 후에는 서비스 효
과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가장은 선별기준 장애를 만나면서 서비스 이용전략을 수정하여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편법을 동원하거나, 선별기준에 삶의
조건을 하향 종속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선별기준 장애로 인하여 삶이 더욱 왜곡되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선별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현재 정부의 탈빈곤 관련 서비스 정책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
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층을 현재 수준에서 확대하면서, 소득정도와 가족구조의 특성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여성가장의 주거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 개입이 시급하다. 또한 보육서비
스의 향상은 여성가장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현실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것이며, 삶의
희망이 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강화는 무엇보다 선별기준 장애를 낮추는 중요한 기
제가 될 것이다.
넷째, 사별/이혼을 통한 가부장적 관계가 해체되면서 여성가장이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
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부장제가 가족 내 여성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족 내에서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자 할 때, 억압적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 관계망의 축
소는 자원접근성을 제한하게 되는데, 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조모임,
혹은 여성가장의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지지망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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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부의 여성가장은 남편의 사별/이혼 전 단계에서 사회참여와 봉사활동경험을 통
하여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삶의 위기에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유통은 사회복지 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교육기관, 봉사기관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광범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해야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 가족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이 유통시킴으로서 누구든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족복
지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가족복지 나아가 사회
복지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며, 다양한 영역 간 정보와 서비스 교류를 통한 사회복지영역
이 확장될 때, 복지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여섯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 이하의 경험은 가족복지 인력과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가
족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부족, 낙인, 자신의 사회․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것은 거시적으로는 인간 존중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의 선진화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여
성가장과 가족복지인력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장의 인적자
원개발방식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경제력 강화를 넘어 총체적 역량 강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 접근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일곱째, 여성가장의 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경험은 ‘다시 돌려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
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나아가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가족복지 서
비스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의 내용은 곧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의 경험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본다면, 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경험이 개인의 경험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험으로 전환될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기름진 토양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연구결과의 보편
성과 특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비교 준거를 갖지 못하여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가족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 가부장적 특성이 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 미치는 영향, 긴급한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이용절차에 대한 현실적 대
안에 관한 연구 등 심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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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Process
for Family Welfare Services of Female Household Heads

Sung, Hyang-sook(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 aspects that female household heads are
experiencing when they utilize services from local family welfare centers and actions/interac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ir service utilization process. To substant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applied ground theory method which is appropriate for process research. I performed an
in-depth interview, selecting 9 female household heads as my research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services from family welfare centers in Pusan area. 11categories, 33 subcategories
and 151 concepts were deduced from this research and 'to overcome restrictions on service
utilization process, adapting service utilization strategies' proved to be the core categories.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those
female household heads themselves became a restriction on their service utilization. Second, their
service utilization strategies changed from 'passive resource searching' to 'active resource
searching' and finally to 'distortion' and selectivity criteria affected this 'distortion'. Third, their
service utilization experience turned out to be 'credibility expansion', 'incredibility', and
'confirmation of insatiability of their expectation'.
Key words : female household heads, qualitative method, grounded theory,
family welfare service, the process of servic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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