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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영국 및 한국 비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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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Unmarried Mother Welfare Policy: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Britain and Korea
Jeon, Jae Hee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emyung University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materials to compare and analyze the unmarried mother-welfare
policy of the UK who has a high unmarried mother rate in order to seek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efficient welfare
policy for increased single mother of Korea. Methods: This study is a review study that seeks to se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welfare policy by compa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ther by see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welfare policy of unmarried mothers in two countries. Results: Compared to the UK, South Korea lacks clear
policy objectives in unmarried maternal welfare policy. Realistic housing policies are inevitably demanded, and unmarried
mother base operating agencies are significantly short. The actual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x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the incidence of unmarried mothers, education, publicity is in short supply, the various consultation systems of
various dimensions are bad. Conclusion: Through various studies related to unmarried mothers, we must prepare a
ground for welfare policy. It is not a temporary exhaustive support but fundamental support measures are necessary. And
it is necessary for social infrastructure and multidisciplinary support that single mothers can play their own role as members of healthy society.
Key words: United Kingdom, Korea, Unmarried mother,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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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성년자 중 중학생 연령대
인 15세 이하의 미혼모가 최근 5년간 42,3%나 증가했다

지난 2008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설입소 미혼모

(김혜순, 이명희, 2012). 재외동포재단에서 2007년 발간한

현황’을 보면 2003년에 1,835명, 2004년에 1,791명, 2005

‘국외 입양인 백서’에 따르면 1956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년에 1,970명, 2006년에 1,985명, 2007년에 2,161명으로

국외입양인은 15만 7,145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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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숫자와 입양기관이 아닌 개인 입양까지 따지면 20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 원인은 미혼모 9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족 관계 속

8,178명, 기아 2만9,950명, 결손가정 2만8,823명 등이며 남

에서 자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비행이라는 또 다른

자는 6만9,325명, 혼혈 3,810명, 장애인 3만7,276명이다(김

사회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Shlakman, 1966).

혜순, 이명희, 2012). 아울러, 2005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인

따라서, 미혼모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방관하

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낙태 수는

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미혼모의 발생 감소 및

350,590건이며 이 중 미혼 여성의 낙태수는 전체의 약

미혼모 발생 시 건강한 아이 출산 및 정상적인 양육과 함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낙태

께 산모 개인의 건강과 사회생활로의 복귀 등을 사회 및

금지법의 단속 강화로 여성의 낙태가 금지되면서 출산 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미혼모가 우리 사회

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양육 미혼모의 수

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건강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상천, 2010).

한 생활을 하고 아울러 건강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현대사회의 산업화, 복잡화에 따라 핵가족화, 1인 가족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를 위한 복지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등 가족의 구조적 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메스컴, 성조숙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은 미흡하고

및 성문화 개방 등 여러 문화적 사회적, 또는 개인적 요인

불완전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아이의 양육에서 모성의 역할

에 의해 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롭고 개방적이 되어 가고

이 크므로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환

있으며, 성경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확률도 증가되고 있고, 이

이에 반해 이미 서구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모 가족은 정

와 함께 미혼모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은

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미혼모 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을 개인적 결함의 차원보다는 사회전체 변화와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의 문제는 혼전 성관계, 십대 미혼

인식하고, 미혼모들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

모, 낙태, 미혼모 입양아동, 양육 미혼모, 가출, 성폭력, 저

지 받을 권리가 있는 양육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이은주,

소득 모자가정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사

최규련, 2014).

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송광수, 2012). 즉, 미혼모는 사

외국의 경우 대부분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는 모자가정

회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질 수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있으며 이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고 교육이나 직

서 아이 양육을 하는 여성들 중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

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잃게 되며 이로

우 사회보장제도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같이 동일한 급여를

인해 유발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혼모는 쉽게 돈을 벌

받는다. 특히 최근 이혼과 동거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결혼

수 있는 윤락여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제2,

형태나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분위기가 확대되었고, 미

제3의 미혼모가 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

혼모 또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있다(Fitzpatrick,

발하고 있다(김만지, 2001). 또한 미혼모의 자녀도 임신시

S., & Pawson, H., 2007).

부터 적절한 영양과 산전관리를 받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태

많은 외국의 경우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아의 숫자가

어나면 미숙아나 조산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뇌손상 등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이 없기

다른 선천성 결함을 가질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심한 경우

때문이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경우 아동 및 가족

유아사망의 위험도 있다. 더욱이 출생 이후에도 아버지가 없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유형

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한 어머니가 스스로의 역할을

에 따라 급여의 자격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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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의적이고 부양자 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년 15% 정도 증가한다. 편모의 연령은 평균 31세(1990/

국가일수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며 보다 보편

1991)로 10년 전에 35세였던 것보다 많이 젊어졌고(Bur-

주의적이고 개인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국가일

strom, B. et al, 2010) 모자가정의 증가와 편모의 연령 감

수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소에 대하여, 미혼모의 증가 및 미혼모의 연령 감소, 미혼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박영란, 황정임, 정재훈, 2001).

모가 가정을 이끄는 경우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설연구로서 외국 중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십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은 영국의 경우 미

각된다. 실제로 영국에서 1993년 태아의 68.4%가 혼인 중
출산이며, 31.6%는 혼인 외의 출산이었다(문순영, 2015).

혼모 감소를 위한 정책 및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하여 살펴
보고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과 비교ㆍ분석함으로서 미혼모
복지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현황

2. 미혼모 복지정책 기본신념 및 방향
영국의 모자가정은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
고, 자산 부분은 급여에 심하게 의존하며, 미혼모 비율 또
만 높다고 표현된다. 편모가 되는 이유는 이혼, 별거 또는
과부가 되거나 임신하여 태아를 혼자 낳거나 동거를 하다
가 파탄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Duncan, S.,

영국의 한부모 가족의 규모는 1971년 57만에서 1996년

& Edwards, R., 1997). 또한 영국은 십대 미혼모의 비율

에는 160만으로 25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다른 유럽 국가

200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장혜경 외, 2001).

수준으로 줄이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2001년 영국의 가족형태는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동거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교육부

가족이 61%, 28%, 11%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한부모 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를 중심으로 통합된

족은 남편과 별거 내지 이혼한 가족 41%, 동거상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이은주, 최규련, 2014).

해체된 가족 28%, 미혼모 가족 24%, 편부 4%, 미망인 가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으로는 학생부모를 위한 돌봄서

족 2%로 구성된다. 한부모 가족의 약 52% 정도는 소득지

비스, 교육유지수당, 구직자 수당, 소득보조, 아동수단, 출

원을 받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의 약 61%의 아동이 빈곤상

산수당, 한 부모 뉴딜 정책, 한 부모 수당정책 등이 있고

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영국의 한부모 가족이 당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명시적

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양아동이 있는 여성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접 혹

문제라고 할 수 있다(강욱모, 2004).

은 간접적으로 가족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십대 미혼모 비율이 높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김경신 외, 2007).

다. 이에 영국정부는 십대 임신문제를 사회적 배제를 일으

영국정부가 우선적인 미혼모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키는 원인이며 결과로 인식하고, 1999년 십대 임신예방과

십대 임신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십대 미혼모의 교육과 노

나이어린 부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십대임신 전략대책을

동, 취업훈련 참여를 향상시켜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 위험

처음으로 내놓았다(김유경, 조애정, 노충래, 2006).

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

영국에서는 모자가정의 여성들 가운데 미혼모가 포함되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십

며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영국의 모자가정은 1996

대들이 다른 사람들의 강요나 압박에서 벗어나 본인 스스

년 기준 전체 가정형태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1980년대 중반까지 이혼률 증가로 모자가정이 급증하며 매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고 성교육 관련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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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피임 정보를 교육하여 미혼

램의 임신미혼모와 자녀의 사회적 복지 및 정서적 복지 증

모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들에게 교육, 직업훈

진, 십대 미혼부모와 자녀의 학습증진, 임신미혼모와 자녀

련, 고용 등에 참여를 활성화 시켜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의 건강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는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은주, 최규련, 2014).

첫째,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십대 미혼모에게 적절한 도
움을 제공하며 둘째, 양육 과정에서 미혼모와 미혼부가 최

3. 영국의 구체적인 미혼모 복지정책

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셋째, 미혼모의 교육 참

1)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신정책(New Dear for Lone Parents)
최근 영국에서의 “복지에서 직업(welfare to work)"의
흐름에 따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신정책이 사회보장부서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서
비스는 소득보조를 받는 가구주들에게 개인 상담원을 제공
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장화숙, 2007). 이 서비스
의 목적은 기술개발, 자신감 향상, 탁아에 관련된 정보 찾
기, 직장 탐색 등을 돕는 것에 있다(박영란, 황정임, 정재
훈, 2001). 또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아동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주당 15
파운드를 훈련경비로 받는다(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8).

영국 정부는 ‘지방실행기금(Local Implementation Fund)’
을 통해 십대 임신 방지에 주 목표를 두고 있고 또한 십대
부모들의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목
표를 두는 획기적 프로젝트들에 대해 7천 5백만 파운드등
을 지원했다. 또한 “확실한 출발(Sure Start Plus)”프로그램
가동시키기

위해

6백만

파운드를

투자해왔다

(Burstrom, B. et al., 2010).
3) 확실한 출발(Sure Start Plus)
“확실한 출발(Sure Start Plus)”프로그램은 임신한 십대에
게 편견 없이 일대일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여 미혼모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정보,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장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양육 기술, 주거, 피임정보교육을 통한 재 임신방
지,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및 탁아, 직업훈련 및 고용 참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방대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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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받도록 하고 다섯째, 임신 전과 출산 후 십대 미혼
모의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
램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총 35개 시
범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송광수, 2012).

4) 교육 및 훈련 지원서비스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중 중요한 두 가지 목표 중 두
번째인 십대 부모의 교육, 훈련, 고용 수준을 60%까지 끌
어올려 이들의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영국
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각종 지원서비
스가 있다(송광수, 2012).

(1) 교육유지수당

2) 각종 프로젝트 지원정책

들을

여율을 높이며 넷째, 임신청소년이 임신 14주까지 건강 서

미혼모 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16세에서 18세의
미혼모에게 교육유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업을 지
속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교육유지수당을 받으려면
학교를 떠났거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미혼모가 정
부가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아
야 한다(이미정, 2010). 또한 학교가 제시하는 학업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장상천, 2010).

(2) Job center plus
성인 직업교육프로그램 중 여성 노동시장 복귀자를 위한
훈련과정이며 자녀를 양육한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미정, 2010).

(3) Sunderland의 청소년 부모 프로젝트
십대 미혼모 연령을 16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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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학교에

하기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및 비영리 자원

다닐 수 없는 16세 미만 미혼모를 위해서는 주3회 수업을

단체의 아동을 보호 공급하는 고용주들, 기업과 기업위원회

제공해주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즉,

의 도움으로 성립된다. 이 전략을 통해 1999년 1월부터 모

조산원 직원이 1주일에 한번 1시간씩 방문하여 산전 관리

든 4세 아동들이 무료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산후 학교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갖게 되므로 아동양육과 보호로 인한 취업의 제한과 경제

다른 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십대

적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

미혼모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함으로써 개별적 대상자들이

움을 줄 수 있다(강욱모, 2004).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6세
이상 미혼모는 탁아소에서 1주일에 2회 수업을 받을 수 있

5) 각종급여 및 수당지원정책

는데 이는 미혼모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각종 자격증을

다음의 각종 급여 및 수당지원정책은 영국의 미혼모에게

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주택지원 담당자는 주택 수

국한된다기 보다는 저소득층 편부모 또는 편모 등에게 해

혜 급부 또는 세입자와 관련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으며

당되는 정책이나, 미혼모는 넓게 편모에 해당되고 또한 그

보건방문자는 육아관련기술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장을 연

에 해당되는 복지정책 지급대상이므로 포괄적으로 다루었

결해주는 조언자로 다양한 취업정보, 면접기술 등의 정보를

다(송광수, 2012).

제공한다(장상천, 2010).
(1) 소득보조수당(IS: Income Support)
(4) 학생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가장 어린 자녀가 7세 미만이면서 무직이거나 주당 근무

1명 이상 자녀를 둔 십대 부모가 학교를 가는 동안 소요

시간이 16시간 이하인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저

되는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시 요구

축액이 16,000파운드 미만이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해

되는 학업과정은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대학 등으로 다양

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연령에 기초하여 지급되는데 주당

하고 교육기관에 따른 제한도 없다. 보육기관의 형태도 무

47.95파운드(약 9만원)이 지급되며, 장애 등 가족상황과 주

관하지만 반드시 등록된 보육교사를 활용하여야 한다(이미

소득원의 종류에 따라 가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김미숙

정, 2010).

외, 2000). 2010년 10월부터 가장 어린 자녀가 7세 이상이
면 소득보조 신청을 할 수 없고 구직자 수당을 신청해야

(5) Education action zones

한다. 또 소득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 1번 실시되는

점증하는 십대 소녀의 임신율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지역

근로관련 집중면담에 참여해야 한다(이미정, 2010).

에 education action zones을 운영하기도 한다. 임신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2)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교과과정에 성교육이나 부모의

구직자 수당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하고 있어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신

야 하는데, 2주마다 근로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최소한

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Burstrom,

일주일에 16시간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녀양육 등의 이

B. et al., 2010).

유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이미정,
2010). 18~24세 독신부모는 주당 47.95파운드(약 9만원)

(6) 국가아동보호전략(NCS)

을 받고 24세 이상 수급자는 60.5파운드(약 11만 5천원)를

국가가 아동보호 질을 높이고 보호자 부담을 완화하게

받는다(이미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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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부양비(Child Support)

전재희

중이다(Fitzpatrick, S., & Pawson, H., 2007).

IS나 JSA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아동부양비를 신청하게
된다. 2003년 3월부터는 아동부양비 신청자들에게 IS에 더

(5) 아동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CTC)

하여 주당 10파운드(약 1만 9천원)의 부양비가 지급이 된

아동 세액 공제는 독신부모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

다(Social Science Research Unit, 2005).

로 16세미만 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이 연 50,000파운드
(약 9천 4백만원)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Social Science

(4) 아동수당(Child Benefit)

Research Unit, 2005)

아동수당은 1977년 아동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의 가
족수당을 대신하여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이

(6) 편부모 급여

다. 가족수당제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아동

함께 살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전일제 교육을

있고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는 한부

받고 있는 경우는 19세까지 아동수당의 대상이 된다(손덕

모 가정이 빈곤함에 따라 아동급여 전체를 인상할 시 막대

순 외, 2007).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주당 12.55~

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특정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18.8파운드(약 2만원~3만 5천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하였다.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아동급여의 일부로

(Social Science Research Unit, 2005)

지급된다(장화숙, 2007).

1991년 아동지원법이 제정되어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
로부터 아동의 양육비를 받아 편모에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동지원법은 편모들에게 시간제 업무를 격려하며 아동지

(7) 모성급여(Statutory Maternity Pay)와
모성수당(Mother Allowance)

원이나 가족급부 등 복지수급을 통한 소득보조를 받도록

모성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독신모에게는 모성수당이

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소득보조수당을 받는 편모가 자

지급된다. 모성수당은 자영업자나 실업자 또는 저소득근로

녀의 아버지로부터 아동지원을 받게 되면 이 액수만큼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로 1년동안 적어도 66주 이상 근

들의 복지급여에서 감해진다(Fitzpatrick, S., & Pawson,

로하고 주당 30파운드(약 5만 6천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H., 2007).

야 한다. 39주간 임금의 90% 또는 주당 117.18파운드(약

양육비 산정시 비양육부모의 순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적

22만원)를 받는다(Social Science Research Unit, 2005).

용할 수 있는 비율을 추가한다.비양육부모의 순소득은 소득
세,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불액을 공제하고 수입으로 들어오
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기본비율이 적용되지

(8) 근로가족면세급부(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 저소득 가족지원 소득보조급여

만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는 영비율, 감액비율, 고정비

근로가족면세급부(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율 등이 적용되며,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주당 2천 파운드를

는 기존의 저소득 가족면세급부인 Family Credit가 대치

넘는 경우에는 추가 양육비를 부담한다(장화숙, 2007).

된 것으로 복지급여 지급이 아닌 세금감면혜택 확대로 저

이 제도의 문제는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급여에서 양

소득 취업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16세 이하

육비를 공제하고 편모에게는 복지급여수급을 삭감하므로

아동(대학준비반을 포함할 경우 19세 이하)의 커플 중 최

양쪽 부모 불만으로 인해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소 한 명이 취업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에게

따라 양육비가 아동에게 매주 지급되지만 편모의 소득 보

지급된다. 그러나 편모에게 소득보조수당(IS)이 아닌 임금

조수당은 감액되지 않는 새로운 아동지원체계 방법을 모색

노동을 통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영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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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원이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편모의 취업이 사

수당이다. 향후 11주 이내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 또

실상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편모에게

는 현재 무직이거나 지난 66주 중 최소 26주만 근무한 경

공평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된다(신용주, 2001).

우에 대상이 된다. 소득보조와 아동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 독신모는 임신 11주 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500파

6) 취업지원정책

운드(약 94만원)의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이미정,

(1) 한부모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tents)

2010). 약 18주간 지급되는데 처음 6주는 주당 임금의

16세 미만 자녀를 둔 무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대상

90%를 지급하고, 그 후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김유

이 되어 한부모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 부모가 소

경, 조애정, & 노충래, 2006).

득 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의무적으로 취업관련 상담
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의무 상담과정을 가짐으로써 한부모

(2)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의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이

미혼모 대상 의료서비스는 국민보건서비스에 포함되는

다(김혜영 외, 2009). 이 정책을 통해 면접기술습득, 구직

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정의를 선택하여 등록

상담, 직업상담, 인턴십, 직업훈련 등의 고용훈련 프로그램

하면 등록된 가정의로부터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과 양육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는 6개월간

있다. 가정의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재를 받을 경우 일

매주 60~74파운드(약 11만원~14만원) 정도가 지급된다(이

부부담을 하지만 16세 미만의 아동, 학생과 65세 이상의

미정, 2010).

노인, 출산전후의 여성 및 저소득자 등은 무료이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992).

7) 주거지원정책
(1) 주택급여(Housing Nenefit)

(3) 미혼모 산전 산후서비스

편모를 위한 소득지원정책중 하나로 16세 이하의 자녀를

십대 임신 부서(Teenage Pregnancy Unit), 조산원(Royal

가진 편부모는 주택수당이나 지방세 급부(CTB : Council

College of Midwives), 보건부의 협력을 통해 미혼모에 대

Tax Benefit)를 받는다(Fitzpatrick, S. & Pawson, H,

한 산전 산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 의료

2007). 한부모 가족에게는 가산금이 지급되며, 지역사회부

서비스는 치밀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조산원의 역할을

담급여의 경우 개인의 지역사회부담청구서를 한부모 가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십대 미혼모에 대한 흡연, 음주 금지

게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4).

교육 및 예방, 임신에 대한 심리적 지지 등의 산전 관리와
출산에서의 분만과정 지원 및 산후우울증, 모유수유, 신생

(2) 주택지원정책

아건강, 미혼모의 학교 및 제반 교육재개 등의 산후관리에

십대 양육미혼모를 위한 주택지원으로서 십대 미혼모의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광대하다(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

특성에 따라 주택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며 미혼모들

센터, 2008).

의 소득, 가족규모에 따라 세금과 임대료가 달라진다(장상
천, 2010).

8) 의료지원정책
(1)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s)
최저소득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게 지급되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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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한국은 인구주택총조사, 여성부 가족실태조사 등
전국민 인구관련 사항, 가족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고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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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정확한 숫자 파악은 힘드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간 1만 2360여건의 미혼모 출산이

데 있다(손덕순 외, 2007; 송광수, 2012).

추산된다. 이에 더해 미혼모 관련된 현황은 다른 여러 자료
에 의해 알 수 있다. 미혼모 관련 기관을 통한 미혼모의

(1)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추이를 보면, 1991년 1,029명(시설 10개소), 1995년 990명

온, 오프라인 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사항

(9개소) 2000년 1,278명(8개소), 2002년 1,673명(8개소),

‘희망복지 129센터’와 합동으로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2005년 2,123명(14개소), 2008년 2358명(48개소)으로 시

등과 미혼모시설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

설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보호시설, 의료 및 보건, 입양, 법률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

(이미정, 2010)

해 준다. 그리고 미혼모나 미혼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입양아동을 통해 본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나 지자체 복지 서비스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도

혼모의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1990년 4,609명이었던 것이

적인 지원,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기관 연계 및

2001년 4,206명, 2007년 2,296명, 2008년 2,170명, 2009년

검정고시 준비, 취미교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

2,121명, 2010년 2,176명, 2011년 2,262명으로 전체 입양

한 기타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정보사항 등 미혼부의 책임

아동수의 89~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의식 고취를 위한 친자검사비지원을 한다(장상천, 2010).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입양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미혼모가 과거와는 달리 직접 양육

(2) 위기지원기능 수행

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다. 2005년 보

자녀출산과 양육,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나 생필품

건복지부에서 밝힌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주요 결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미혼 모ㆍ부 가족 등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입소 미혼모 연령은 21ㆍ25세가

다. 지원기준은 주변의 도움이 없거나 적어 경제적 지원이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

부족한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

로 나타났다(이미정, 2010).

지급내용은 병원 진료비(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생
필품(분유, 기저귀 구입비 등) 이며 지급액 및 방법은 1인

2. 미혼모 지원정책
1) 초기위기지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
로 제공하고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지원대상으
로는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ㆍ부 가구의 경우 지원가능한데 지원 항목은 병원비
및 생필품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자조모임 및 문화활동,
교육 지원 등이다.
사업목적으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
하고자 할때 초기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아동양육과
스스로의 자립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미혼모의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녀출산과 양육 시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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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70만원 이하로 지원(생필품의 경우 1회당 10만원 미만
으로 함) 한다(장혜경 외, 2001; 장상천, 2010).

(3) 상담을 통한 미혼모ㆍ부자의 정서 지원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존
감 향상, 자립심, 재사회화를 위한 면접ㆍ전화ㆍ집단 상담
지원을 하고 출산, 입양, 의료 및 보건, 법률 등 전문상담
연계한다(장화숙, 2007; 장상천, 2010).

(4)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산전ㆍ산후 체조, 자녀와의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고 아
기마사지 및 체조, 이유식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모빌 만
들기 등의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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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김혜순 & 이

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지역별 드림스타트 센터의 아동

명희, 2012).

과 가구의 욕구 조사 후 서비스를 지원한다(www.withmo
m.mogef.go.kr).

(5)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관련 교육, 산전, 산후 관리 교
육,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교육 및 성교육 등을 제공한다
(Fitzpatrick, S. & Pawson, H, 2007; 정춘표, 2011).

5)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한부모에게 학력을
취득하고 취업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연 154만원 한

(6) 자조 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도로 학원등록비나 교재비 등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최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 모임 운영을 지

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원한다(장상천, 2010).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이다(www.withmom.moge
f.go.kr).

2)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지원대상은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나 미혼부가족 등

6)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학업단절이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취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상대 부모에 대한

가구의 학업역량을 높여 취업역량 등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 청구소송, 그

기를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등

리고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대한

학교 학력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고자 함으로 지원액은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실비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청소년 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부모 자립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지원한다(정춘표, 2011).

이하 가구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배우는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 고등학생이다. 지원체계로는 연도별ㆍ급지별

3) 아이돌보미 지원

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를 지원하며 평생교육시설의

양육자의 야간출장 등 일시적으로 긴급한 아이 돌봄이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설보육의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협의된 금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에 대하여 지원한다(www.withmom.mogef.go.kr).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이다(www.withmom.mogef.g
o.kr)

7) 유아학비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학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

4) 드림스타트

스이다.

취약지역에 사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을 둔 가

선정기준은 만 5세 아동의 경우 6인가족까지 소득수준에

구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및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보건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

70%에 한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록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연계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소득에서 25%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예방하고 건전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서비스이다. 서

경우 지원된다.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유아의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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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된다(www.withmom.mog

나, 의료급여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을 할 요양비를 지급하

ef.go.kr).

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종/ 2종 수급권자- 의

8) 저소득한부모가족 사업운영자금 융자

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

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둘째,

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 요양비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

는 서비스이다.

양을 받은 경우. 셋째,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

신청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

는 소모성 재료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자(타 기관 유사목적 사업과 중복 융자 불가)로 실제소득이

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한부모가족지원

경우. 넷째, 가정내 산소 치료 요양비, 만성심폐질환자 중

법 제 13조).

90일간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
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거나 동맥혈 산소 포화

9) 모ㆍ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 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도가 88%이하인 경우. 다섯째, 제1형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비용 등이다(www.withmom.mogef.go.kr).

따라 월 10~30% 경감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대상은 지
역가입자 세대가 모자 또는 부자가정세대로서 직계비속의

12) 의료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연령이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 중 군복무 중이나

임산부의 태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포함)인 세대이다.

소요되는 진료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대상은 의

보험류 경감 기준은 소득금액은 360만원 이하이며 과표재

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이다. 지원금액은 1,

산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30%, 6,000만원 초과 9,000

2종 구분 없이 40만원에 대해 기간 내 사용가능하다. 사용

만원 이하일 경우 20%,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일 경우 10% 경감해준다(www.withmom.mogef.go.kr).

포함한 보건기관이다(www.withmom.mogef.go.kr).

10) 영ㆍ유아 건강검진

13)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보건복지부가 임신ㆍ출산

발달 정도를 추적하고 관리하며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의료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만 6세 미만 전 영유

청소년 산모이다. 지원목적은 다양한 원인으로 산전관리가

아이다. 서비스 내용은 검진, 문진, 진찰, 신체계측이고 2종

미흡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ㆍ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

에서 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된다

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범위는

(www.withmom.mogef.go.kr).

청소년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
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

11) 의료급여 - 요양비

액은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일 10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 기관과 같은 기능을

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기간은 카드(맘편한

수행하는 기관에서 부상, 질병, 출산 등의 의료급여를 받거

카드) 수령일자로부터 분만예정일 +60일 까지이다(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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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아동 양육비, 주거 제공,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일정량을 저

정하는 경비, 자립지원(직업교육, 미용,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을 한다(장상천, 2010).

소득 한부모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www.withmom.mogef.
go.kr).

15) 모자가족복지시설
(1) 모자보호시설

영국과 한국의 미혼모복지정책 비교 및 고찰
현재까지 영국과 한국의 미혼모복지정책을 비교ㆍ정리하
면 다음 <표 1>과 같다.

입소대상은 한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 18세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과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을 토대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 모

로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을 통한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

자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등이다.

책의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장점으로 첫째, 영국과 한국은 모두 미혼모 복지정책에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기간 연장은 1년 단

있어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책을 수립하고

위로 함). 지원내역은 아동 양육비, 영구임대주택 입주, 고

있다. 그 안에서 영국은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등학교 학비,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감면, 방과 후 아동

목표가 분명하다. 즉 십대 임신율을 절반으로 감소하고 십

지도, 아동식비, 기타 국가 또는 지방지차체가 정하는 경비,

대 미혼모의 교육, 노동 및 취업훈련을 도모하여 장기적으

복지자금융자 등에 지원한다(www.withmom.mogef.go.kr;

로 사회적 도태를 줄이고 자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

장혜경 외, 2001).

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책적 목표가 분명

(2) 모자자립시설

하지 않다. 이에 우리도 미혼모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입소대상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 자립

하는데 있어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에 임해

준비가 미흡한 세대에 우선 입소를 허용한다. 한부모가족지

야 할 것이다.

원법 제4조에 따른 모로서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둘째, 영국은 점차 미혼모의 아동에 대해 부모 스스로가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족으로 3년이내 보호가 가능하며 연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과 한

장기준에 따라 2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국의 미혼모들은 낮은 교육수준 및 직업기술의 부재로 인

아동 양육비, 영구임대주택 입주, 고등학교 학비, 보육시설

한 낮은 취업률 및 저소득 그리고 높은 국가지원 의존율을

이용 시 보육료 감면,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식비 지급,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지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복지자금

혼모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되고

융자 지원한다(www.withmom.mogef.go.kr; 장혜경 외, 2001).

있다. 영국의 경우 미혼모들의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
후 직접적인 공적 지원을 줄이고 개별적인 사적 지원을 강

(3) 모자공동생활가정

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여성 한 부모 가족이

입소대상은 독립적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으로 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법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부

정기간 공동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서

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고, 한부모

비스로, 보호기간은 2년 이내이고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

가족인 경우 부나 모의 노동활동을 도모함으로써 부모 스
스로 자녀양육 책임을 지도록 이끌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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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과 한국의 미혼모복지정책 비교
정책

상담 및 프로젝트
지원 정책

영국

한국

New Dear for Lone Parents

초기위기지원정책

Sure Start Plus Program - 전문상담 및 각종지원

위드맘(www.withmom.mogef.go.kr)을 통한 상담연계

십대 임신방지 및 십대 부모들에게 장기적 궁핍 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실행기금을 통한 지원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조 모임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교육유지수당 - 16~18세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교육 및 훈련
지원서비스

Job center plus - 성인 직업프로그램 중 여성 노동시장
복귀자를 위한 훈련과정

드림스타트

Sunderland의 청소년 부모 프로젝트 - 16세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연령 특성에 맞게 서비스 제공

미혼모ㆍ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정책

Education action zones - 빈곤지역에 운영하여 십대임신
예방교육
국가아동보호전략(NCS) - 모든 4세 아동 무료 교육시설
이용

유아학비지원

소득보조수당(Income Support)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아동부양비(Child Support)
아동수당(Child Benefit)
각종급여 및
수당지원정책

취업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편부모 급여
미망인 급여
근로가족면세급부(Working Families Tax Credit) 저소득 가족지원 소득보조급여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생활보호수급비 지원

아동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CTC)

위기지원기능

모성급여(Statutory Maternity Pay)와 모성수당(Mater
Allowance)

저소득한부모가족 사업운영자금 융자

New Deal for Lone Parents(한부모 뉴딜정책) 한부모 취업을 지원

취업정보 및 취업교육 지원

주택급여(Housing Benefit)

모자가족복지시설

주택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무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요양비)
모ㆍ부자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영ㆍ유아 건강검진

의료지원정책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s)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미혼모 산전 산후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맘편한 카드)

혼하지 않은 미혼 남ㆍ녀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으며 정작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인 미혼부는 책임을 회피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책임지는 미혼모의 형태가 되고 있

하거나 남의 일로 간주하기 일쑤이다. 다행히 일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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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미혼모가

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도 미혼모

양육하는 자녀의 친부로 확인된 남성에게 양육비 지급을

가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장래를 위하여 교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의 움직임이 일고

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있으나 법제화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데 까지는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국가

가야할 길이 멀다 할 수 있다(이미정, 2010). 그러므로 한

들에 비해 크지 않고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으므로 그들

국도 미혼모가 발생할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 책임이 없으

스스로 사회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소외받지 않을 수 있

나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미혼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

도록 미혼모들만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활성화 시켜는

어 의무적으로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질 수 있도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혼모가 공부

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를 할 경우 많은 경우 학교에 소속된 탁아소에서 미혼모가

셋째, 영국은 미혼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십대를 위

공부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는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한 예방교육이나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

시행되고 있다(남부현, 2010).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십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콘돔과 응급 피

대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약을 나눠주고 섹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도의 복지정책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4월부터 만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에

넷째, 영국은 미혼모들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정
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게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인 청소년 저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의 미혼모들은 학교 교육을 정상

소득 한부모가 만 2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간 양육비,

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혼모들이 아

아동의료비, 한부모 자립 적립금, 검정고시 학습비용 등을

이를 낳은 뒤 학업을 계속할 경우 소득에 따라 일주일에 3

지원한다. 지원 금액으로 아동양육비는 월 최대 10만원까

만 6000~5만 4000원의 교육유지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자

지, 아동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비는 115

녀 1인당 일주일에 양육비 29만원을 지원하여 양육 걱정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정부와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1:1매칭으로 최대 월40만원

이와 같은 정책은 십대 미혼모의 교육적 의무를 다하는데

(본인 20만원, 정부 매칭 20만원)까지 적립하여 준다(송광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수, 2012).

에도 교육유지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과정

다섯째, 영국에서는 미혼모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

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지급되는 양육비

하여 다양한 수당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로 미혼모가 학업을 하는 동안 양육을 타인에게 맡길만한

미혼모들은 한부모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수당지원 및

충분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미혼모 스스로 학업

복지정책으로 인해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을 포기하고 스스로 양육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

을 누릴 수 있다.

우에도 최근 들어서 미혼모의 경우에도 사회적인 자립을

여섯째,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중 매력적인 부분 중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하나는 프로그램이다. "확실한 출발(Sure Start Plus)"프로그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나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아이돌보

램을 통해 미혼모에게 전문 상담 및 미혼모들의 욕구를 사

미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

정하에 그에 꼭 맞는 각종 교육 및 정보, 조건을 제공하는

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장상천, 2010). 또한 사회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실시했고,

적인 시선으로 인해 임신한 미혼모가 정규교육을 받는 것

이에 대한 결과 평가에서는 상반된 부분이 있으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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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드림스타트”라고 비슷한 정

어서 미혼모만의 개별 정책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책을 만들어 시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2006년 ‘희망

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가 모체가 되어 2008년부터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둘째, 영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문화 속에 적극적이

변경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181개 시범사업지역으로 확대되

고 예방적인 성교육이 과연 미혼모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국책주요과제로 선정되어 장기적으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영국은

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조금씩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를 위

적극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효과적이지 못한

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는 미혼모만을 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출생하는 아이 3

한 정책이 아니므로 사업적 예산 및 규모의 제한에 의해

명중 1명이 미혼모에 달하고 매년 미혼모가 8만명 정도 꾸

미혼모 및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18세 미만의 소녀들이 미혼모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미혼모들을 위한

로 임신하는 경우는 연간 4만명이 넘고 8천명이 10세 이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라고 한다(uklife@chosun.com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영

것이다.

국에서의 미혼모의 문제점들을 단순히 예방차원의 교육을

일곱째, 영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를 통
한 자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의 미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 관련 정책에서도 미혼모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셋째, 미혼모에 대한 각종 재정적인 지원자체가 오히려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미혼모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만들고 있음을 파악해야 할

필요할 것이다. 특히 취업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혼모에

것이다. 어린나이부터 자유로운 성문화와 성의식에 눈을 뜬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다음은 단점에 대한 논의로 첫째,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

직업을 구하는 대신 미혼모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

책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택으로 인해 제2, 제3의 미혼모가 되는 현실을 많은 경우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에 속하는 나라로서 미혼모는 그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 관련된 재정적 지원

들만의 개별적인 정책이 아닌 모자가정 또는 독신부모 정

정책은 미혼모 발생 예방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책과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고 사회적 낙인이 심한 편으로,

넷째,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있으나 실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가족복지정책을 가지고 있

미혼모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생활수준에 영

한 이유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한다. 한국의 경우

이상 두 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도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하여 저소득 모자가족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을 거울삼아 다양

정책 틀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한 부처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러나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미혼모를

이에 따라, 영국과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비교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보편적인 정책을 실시

향후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송광수, 2012). 한국도 자녀를 양

음과 같다.

육하는 미혼모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의 구성

첫째, 한국도 미혼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우

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

선적으로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

로는 잔여주의적 정책이 아닌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ㆍ확대

약계층의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에 속한 정책이 아닌 독립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는 미혼모 복지정책에 있

적인 미혼모 복지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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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지

아니라 성관계시 주의점, 구체적인 피임법, 성병의 위험성

원이 필요하다. 미혼모는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주위 사람들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특히 가족들까지 여러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

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가 필

혼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도 부모가 경제적

요하며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인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기초생계

및 캠페인 실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수급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혼모가

여섯째, 학교 및 사회의 적극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되면서 가정에서 이탈되거나 부모와 연락을 끊으며 부모로

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인 학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이 제대로

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자살 등은 대부분 상호연관적이다

안 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실제 저소득 미

(김만지, 2004).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혼모의 문

혼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및 사회의 효율적이고 적극

셋째, 현실적인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미혼모에

적인 상담 시스템이 절대로 필요하다. 상담전문가 육성을

대한 주거지원은 비현실적이다. 한부모 가정은 국민임대주

통한 상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청소년들의

택 공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증금이 최소 1,000만원 이상

정신건강 실태조사부터 적극적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집ㆍ

이어서 미혼모들에게는 이용하기 쉽지 않다. 미혼모의 연령

학교ㆍ가정의 연계시스템을 통한 상담 네트워크 지원 등

이 대부분 10대~20대로 구성되는데 20대 여성의 실질 임

십대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을 고려하면 미혼모들이 그 정도의 목돈을 모으기는 현

상담시스템 및 정책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미혼모들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

일곱째, 미혼모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을 수 있는 고령, 장애, 다자녀 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미혼모 스스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첨되기도 어렵다. 이렇듯 미혼모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주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및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지원책이 미혼모의 자립을 더 어렵게 만든다.

미혼모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이

넷째, 미혼모 거점 운영기관의 확대 및 장기적으로 미혼

다. 실제로 한국도 2011년 1월 17일부터 ‘위드맘’이라고

모 시설 및 도우미 등 관련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ㆍ도별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1곳 정도에 불과한 미혼모지원 거점 운영기관도 접근성이

있다. 이를 통해 미혼모 통합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떨어지며 단순히 미혼모들이 잠시 머무는 기관이 아닌 중

있고 정보를 바로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미혼모를 위한 공

간의 집 형태를 늘려 미혼모가 거주하는 동안 취업ㆍ창업

식웹사이트가 생긴 것이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를

교육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미혼모들의 자립을 지원

기점으로 다양한 형식의 미혼모를 위한 공인된 커뮤니케이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차원의 미혼모 시설 및 도우

션 창구가 개발되고 활발히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미 지원 확대실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정책적 기반위에 더욱 실질적인 직업훈

다섯째, 실질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미혼모가 실제적인 직

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

교육은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성경험의 연령이 감소되고 있고, 성

것이다.

문화 또한 개방되고 있음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미혼모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있어서 간호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크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성교육 체계가 필요

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혼모 복지정책에 있어서 간호의

할 것이다. 단순히 신체구조를 가르치는 진부한 성교육이

책임은 무엇인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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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혼모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연구결과들을 제

년들은 미혼모가 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고 미혼모가 되

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발달 과업 및 심리적 측면, 여성

어도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의 신체적 측면 등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

고 있다. 영국정부가 미혼모 복지정책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 다양한 측면의 미혼모 관련 연구들을 시행하기에 가장

각종 정책은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고, 십대 미혼모가 경제

적합한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미혼모들을 위

적 어려움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있으나 향후 더 효율적이고 도움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만든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미혼모

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러한 연

의 발생을 부축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국

구결과들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의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시사점

둘째, 이와 함께 간호사들은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발 및

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미혼모에게 당장 필요한 현물과

상정시 근거 있는 자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주택, 미래를 위하여 직업 등을 얻기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셋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보건교사가 간호사라는 점을

천문학적인 복지정책 기금을 쏟아 붓는 것보다 아이를 낳

감안할 때 십대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구성

고 기르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또

원은 간호사이다. 그러므로 학교 보건교사로서 업무를 임하

한 어린나이에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본인과 아이의 인생

고 있는 간호사들은 십대 청소년의 성관련 다양한 문제점

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어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을 때부터 가정 및 사회에서 가르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 및 사회정화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 교육기관, 기업체,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또한 영국의 선례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많은 복지기금

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미혼모들을 위한 전문상담가

을 쏟아 붓고도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 국

로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기법을 익혀 미혼모 발

회, 교육부, 여성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

생 예방 및 발생후 문제점 상담 및 각종 문제해결에의 도

될 것이다.

움 등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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