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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분거가족 1)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2)

엄 명 용
(성균관대학교)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기러기 아빠란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남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한국에 기러기 가족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추정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기러기 아빠는 현재 2만 명 선에 이르고 있으며, 올 한해만도 7천명이 증가하였다
(KBS, 100인 토론, 11월 10일). 직장에 따라서는 직원의 10% 이상이 기러기아빠인 곳도 있다
(경향신문, 2002- 11- 11, 34면, 한국일보 2002- 09- 24, 07면). 벤처기업인 K사의 경우 직원 1백
30명 중 12명이, 중견 제조업체인 D사도 본사 직원 2백20명 중 20명이 가족을 해외로 보냈다
고 한다(중앙일보, 2002- 09- 16, 31면, 10판). 이제 우리 주변에서 기러기 아빠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과 맞물려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 자퇴자 수가
2000년에 1만5천명에 달했음을 볼 때, 중 고등학생 자녀 유학생 수까지 합친다면, 적어도 1
1) 이동원 외(2001)는 이를 떨어져 사는 부부라고 칭하고 있다.
2) 연구를 위해 기러기 아빠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해 준 신라대학교 전영주 교수, 서울여대 김유숙 교
수, 군산대학 신영화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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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만 - 2만 가구의 기러기 가족이 양산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유홍준, 2002).
이러한 기러기 아빠의 출현을 선도한 그룹은 교수, 의사, 기업체 임원 등 외국에서 공부
및 근무할 당시 현지에서 자녀를 낳거나 자녀가 현지 교육환경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 지
난 해 교수신문의 여론조사에서 교수 43.3%가 자녀를 이미 유학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계획
이라고 답한 것을 보더라도(대한매일, 2002- 07- 13, 06면 10판) 교수와 같은 전문직에 있는 사
람들이 아직도 기러기 아빠 그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는 조기유학 열풍이 불면서 직업과 직급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러기 아빠 군에 합류하
고 있다.
기러기 가족의 확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 형태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변
형된 가족형태가 지속될 경우 가족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
며, 이 과정에서 각종 가족문제, 더 나아가 사회문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기러기 아빠들을 통해 그들 자신의 생활 상 문제와 아울러 기러기 가족 기능의 일부분
을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교수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 기러기 아빠
가족의 문제점은 물론 전체 기러기 아빠 가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향후 예방적 개입의 실
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글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문헌 연구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분거가족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 부부 중 남편 또는 아내가 나머지 가족과 떨어져 국내의 지방 또는 서울에
근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 논문의 주제에서처럼 주로 남편이 국내에 남아 가족의 생
활비를 조달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를 단기
분거가족, 또는 부부를 중심으로 일컬을 때 이른바 주말부부 또는 월말부부라고 할 수 있으
며, 후자의 경우를 장기 분거가족, 또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라 할 수 있다.
주말/월말 부부나 기러기 아빠 현상 모두에 있어서, 이러한 반 쪽 형태의 가족의 배경에
는 대개 자녀의 교육이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지방 거주 남편의 경우, 온 가족이 남
편의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생활비가 절약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서울에 남아 생활하면서 분거가족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이산가족의 경우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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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의 생활 및 교육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서울에 거
주하는 남편으로 인한 주말부부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나머지 가족은 생활비가 비교적 싼 지방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의 조달
주체인 남편이 상경하여 경제활동에 참여 대가를 나머지 가족에게 송금하여 생활을 해 나가
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가족은 우리 사회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이 존재했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들에 관한 연구가 희박한 가운데, 최근에 사회적 이
슈로 등장한 기러기 아빠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 분거 가족이 어떤 생
활을 해 나가고 있으며 부부관계는 어떻게 유지 또는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
는 자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들 분거가족의 가족관계와 남
편 및 아내의 문제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동원 외(2001)가 떨
어져 사는 부부 몇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해 본 탐색적 연구가 존재한다. 이동원 외(2001)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떨어져 생활하는 있는 부부들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나 학위 취득을 위
해 대학원 과정에 있는 다섯 사례를 선정하여 면접 방법을 통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으므로 이동원 외(2001)의
연구 결과 내용 중에서 부부 중 남성 쪽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남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긴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초과수당이나 부모
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듯 부부관계에 안정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 분거가족 남성들의 경우 기혼과 독신의 중간에 끼어 있는 어중간한 생활이 부부관
계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혼자 생활하고 있는 남편들은 아내의 보살핌, 즉, 몸이
그립다고 한다. (이동원 외, 2001: p. 78) 이러한 남편에 대해 대부분의 아내들은 측은함을 느
낀다고 한다.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편에 비해 장수하는 반면, 남
편 없이 사는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에 비해 장수한다는 일본의 연구에서 드러나듯
아내의 보살핌이 없는 남편의 생활에는 결핍된 것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남편들은 정서적인 면에서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주변 체계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한 예로,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은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나름대로의 지원체계를 형
성하기 위해, 또는 자조하는 의미로 자신들을 한총련(한시적 총각 연합회) 회원으로 부른다.
대학교수들인 남편들은 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 있게 되므로 학교 또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 27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먹으며 또는 식사 후 술자리를 통해 서로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혼자 있는 남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저녁에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과 자녀가 보고 싶어서 오는 외로움
이라고 한다. (이동원 외, 2001: p. 79) 또한, 견디기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이들 떨어져
사는 부부 사이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시비하거나 조롱 하는 경우이다. 즉, 불화 때
문에 별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내거나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부부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놀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방법은 대개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우편(e-mail)이며, 서로 헤
어져 생활하는 부부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평소보다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
전화로 또는 직접 대화에서는 하기 힘든 사랑 한다는 말이나 보고 싶다는 표현을 전자우편
에서는 솔직하게 한다. 영어로 From your man , I love you 와 I miss you 등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이동원 외, 2001: p. 81).
혼자 생활하는 남편들은 이러한 생활이 자신들에게 불편과 편리함을 동시에 가져다준다고
한다. 불편한 점은 평소 해보지 않았던 가사 일들을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사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은 마누라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동원 외, 2001:
p. 85)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가사와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편리한 점은 혼자 생활을 하기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가족이나 아내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강의, 학생지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원 외, 2001:
p. 87).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거 가족의 남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 주변의 비공식적 지원 체계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 분거가족이 증가하
고 있어 이들이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 형성
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동원 외, 2001).

3. 연구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현상들이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들 가운데 에서는 어떤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7명의 전문직 남성들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연구자에 의해 직접 실시되기도 하였고 연구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대리자에 의한 면접이 실시되었다. 연구자 자신과 대리자에 의한 면

- 28 -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 아빠

접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자에 의해 미리 면접 내용(interview schedule)이
작성되었다. 면접 내용은 면접을 통해 알아내야 할 혼자 생활하는 남편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상태와 분거의 장 단점, 분거 생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면접은 2002년 9월 초에서 10월말 사이에 이루어 졌다.

4. 연구결과: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전문직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해 총 7명의 사례에 대해
우선 분거 이후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변화, 가족생활의 변화 및 분거의 장 단점, 분거
생활 대처 실태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을 살펴본 후 기러기 아빠들이 갖고 있는 가족개념
그리고 그들의 미래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표 1>에 면접 대상 남성의 인적 사항이 제시되
었다.

<표 1> 면접 대상 남성의 인적 사항
사례남성

나이

직업

생활형태

거주형태

분거 기간

재결합회수/ 년 재결합기간/회

1

47

교수

혼자

아파트

3년8개월

2회

60일

2

?

교수

혼자

아파트

1년11개월

2회

60일

3

?

교수

부모와 생활

단독주택

2년3개월

2회

60일

4

50

교수

부모와 생활

단독주택

6년6개월

2회

70-80일

5

44

사업가

동거

아파트

1년 반

3- 4회

10-60일

6

?

교수

혼자

아파트

3년

2회

60일

7

4?

교수

혼자

아파트

1년 2개월

2회

60일

7사례 중 한 사례만을 제외하고 모든 남성의 직업은 교수였다. 나머지 한 사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남성이었다. 나이는 4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분거 기
간은 1년2개월에서 6년6개월 사이였다. 부모와 생활하는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같은 처지의 기러기 아빠와 동거하고 있었다. 흔히 독방(원 룸)에서 생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러기 아빠의 주거 상황이 본 연구의 대상인 전문직 남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는 1년에 평균 2회, 1회에 약60일간 방문하고
있었다. 대개 교수직에 있는 기러기 아빠들의 이와 같은 상황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기러기
아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소에 종사하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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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는 1년에 1회, 1주일 정도의 가족 방문도 무리라고 한다. 또한, 많은 기러기 아빠
들은 1년에 1회, 며칠 동안의 방문도 쉽지 않다고 한다.
<표 2>는 기러기 아빠 생활 이후의 남성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변화 상태를 정리
한 것이다. 7명의 남성 중 5명이 분거 이후 건강 악화, 기력 악화, 체중 감소 등 신체적인 면
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7명 모두는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 등의 부
정적 심리 상태를 보고하였다. 이는 기러기 아빠들의 심신 상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자 생활 이후 사회생활의 변화를 보면, 7명 중 3명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는 자유로
운 시간 확보 등으로 인해 친구와의 접촉 빈도가 증가했다고 한 반면, 2명은 오히려 친구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7명 중 2명은 초기에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친구와
의 접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시간이 감에 따라 나중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7명 중 5명은 이성과의 접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아내로부터 충족되지 못하는 이성에
의한 보살핌, 관심, 또는 몸의 존재를 다른 이성을 통해 충족시키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한시적 총각 상태에 있는 남성들에 대한 유혹의 증가와 함께, 가정생활 유지에 위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귀가 시간에서는 7명중 3명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다고 한 반면, 4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귀가한다고 밝혀 텅 빈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늦은 귀가 현상이 여기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7명중 3명이 경제적 긴축 생활을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음이 나타
났다. 반면, 나머지 4명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남성들 가정에서는 분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음을 짐작
하게 하는 결과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기러기 아빠는 봉급만으로 두 집 살림
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수입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른 경우에서는 부조와 서적 구입
을 절제함으로써 생활 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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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러기 아빠 이후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변화
사례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초기엔 주변친지와의 접촉 회수가 늘어남
(테니스, 골프 모임 등). 현재는 기러기
초기엔 원룸으로 갔다가
이전 수준보다 작아짐.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이성친구 교제 중.
부모와 합칠 예정임
-귀가 시간은 전과 동일
-주말은 골프, 서예

1

- 초기엔 잦은 음주 초기엔 외로움.
로 인한 위장 문 현재는 고독을
제. 현재는 괜찮음 다스림

2

-친 처가와 접촉 회수 증가.
- 그리움(타인이 -친구와 만남은 줄어듦(비용). 술자리 피
불면증, 체중감소, 아이와 함께 있 함(음주 후 아침에 깨워줄 사람 없어) 용돈의 감소(부조, 서적구
잦은 감기의 장기 는 것을 보면). -채팅으로 이성친구 사귐
입 절제), 초기엔 부채 발
지속
생, 현재는 해결
- 외로움(의논상 -운동클럽의 여성회원들이 돌봐줌
-귀가 시간은 전과 동일
대 없음)
-주말은 친가 방문

3

체중감소, 음주 증
외로움
가

-친 처가와 왕래 잦아짐
-친구와의 만남이 잦아짐
-여성친구와 친밀관계(잠시)
-골프연습(혼자)
-귀가시간 전과 동일
-주말은 친가 방문, 골프

4

-처가 방문이 줄어듦
-동료 동창과의 모임 줆.
초기엔 심리적
모임참석 줄어 경비지출
부모와 동거로 식사
-혼자있는 시간 늚.
불안(IMF), 걱정
이 줆. 봉급만으로 어려
를 더 잘하게 됨.
-레저 관광 줄고 테니스 늚.
(미국가족), 그리
워 부수입을 챙기려함.
더 건강
-귀가 시간 변화 없음
움
빚은 없음.
-토요일은 혼자 비디오/ 일요일엔 교회에
서 온종일

없음(아내의 직장 생활
중 저축한 돈, 집 처분한
돈 활용)

-본가와 더 가까워짐(잦은 방문). 처가와
는 소원해짐.
-친구와의 만남 회수 증가
-이성친구와 접촉 증가
경제적으로 여유있어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함.
해당 안됨.
-레저, 문화생활 증가(산행, 마라톤, 영화,
연극)
-귀가 시간 늦어짐.

5

건강이 감퇴(불규칙
식사, 잦은 외식
쓸쓸함, 외로움
음주, 해장국 끓여
주는 사람 없음)

6

없음(학교에서 점심 허전함, 외로움, -가능한 늦게 귀가(잠만 잠)
저녁 규칙적 식 불편(남이 부럽다 -친구와의 만남 회수 증가
사)
고 할 때)
-주말엔 친구와 골프

7

기력약화(잦은 감기,
잔소리하는 사람 없 외로움, 서글픔
어 무리한 활동)

-친가방문 회수 증가
-초기엔 사회활동 증가, 현재는 조절중.
-가급적 늦게 귀가
-주말엔 교회/ 혼자 지냄
-이성과의 접촉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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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은 분거생활의 결정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분거생활을 결정한 이후
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현재 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본 바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분거 결정과정과 그 후의 만족 상태
사례

결정과정

만족 상태 및 주요 이유

가장 괴로운
사람

가장 만족하는
사람

1

가족합의

한국에서 학교 부적응을 보이던 딸이 현지에서 잘 적응
했고 뛰어난 실력발휘하고 있어 현재의 삶에 만족

본인

아내, 아이들

2

본인의 주장
가족합의

3

본인의 주장

아내의 학위와 자녀교육이라는 2가지 목적이 달성되어 아내(공부,
가고 있으므로 만족함.
자녀양육, 경제)
아내의 건강회복(위암 수술 후)과 자녀의 교육이라는 2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되어가고 있어 현재 생활에 만족

본인

4

부부 합의

- 유학 시 인연 맺은 미국인과의 교제, 자녀 교육, 본인
의 비교문화 연구 3가지 목적이 다 달성되어가고 있어
만족
본인
- 한편, 아이들 자라는 동안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을 (특히, 아플 때)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 내성적인 아들이 아버
지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하는 걱정도 있음.

5

아이들이
원했고, 모든
가족 합의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국 환경을 편하게 받아들
이고 행복해하고 있어 본인도 행복함.
아내(?,
- 한편, 가족이, 또는 부부가 함께 나누고 즐기지 못하는 즐거워할지도
것이 답답함.
모름)
- 아이들이 장래에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가질지 걱정

아이

아이들

아내, 아이들

아이들

6

아이들이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어
가족 전체 합의 만족함(안식년 때 나갔을 때 아이들이 그 곳이 좋아 그
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음).

본인

아이들

7

-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외국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하
고 있어 만족함
- 살을 맞대고 아옹다옹 살아가는 것이 가족생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본인

아이

가족 합의

전문직 남성 분거가족에 있어서 분거 생활 결정은 대개 가족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분거 가족 형태 및 생활에 대해 한 편으로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
면서도 남편들은 현 상태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상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사람으로 남편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들었다. 이러한 답변
은 현재 남편 자신들의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것도 아님을 간
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자신의 만족은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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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 현지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을 자녀나 아내의 삶의 조건
이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삶의 상태로 인해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본인 자신을 든 사람이 7명중 5명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머지 2명
은 아내를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는데 이 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
과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의 분거 상황에 가장 만족해하는 사람으로는 거의 모
두가 자녀 또는 아내를 지목하였다. 이는 분거 생활의 최종적인 결정이 자녀와 아내를 위한
남편의 결단에서 나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표 4>는 분거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현재의 분거
생활 중 기러기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이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를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가족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갈등의 조짐
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한 가족의 경우는 분거 생활의 원인이 아내의 학위를 마치기 위해
아내를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보낸 경우이었다. 나머지 가족에서 가족관계가 이전 보다 향
상된 이유로는 종전에는 몸소 느껴보지 못했던 아내의 소중함을 아내가 부재함으로써 느끼게
된 점과, 평소 아내와 이성적 감성적 대화를 잘 하지 못하던 남편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서로
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또한, 평소 시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아내가 자신의 부재 중 남편을 안전하게 돌봐주
고 있는 시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 시부모의 관계가 좋아진 경우도 다
른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현재의 분거 생활 가운데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7 사례 중 5 사례에서 성(sex) 문
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응답자 대부분이 40대 남성임을 고려할 때 평소의 성생활이
차단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남
편들은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운동, 취미, 신앙생활 등을 통해 건전하게 극복해 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하는 도움으로써 7 사례 중 4 사례
가 이성 친구를 들고 있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는 장기 분거 가족의 남성에게 있어 미해
결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문제 다음으로 어려운 일로는 몸이 아플 때, 상의할 상대가 없
을 때, 자신의 처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수군대는 사람들의 행위 등이 지적되었다.
분거 생활의 장점으로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시간이 많다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자유시간이 많아 일에 전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평소에 미루어 놓았던 전
문적 과업을 이루었거나 이루어 가고 있다고 응답한 남편이 있었다. 또한, 혼자 생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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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가족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사
례도 있었다. 많은 유혹에 노출된 한총련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절제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
상 시켰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7 사례 중 2 사례는 장기 분거 생활의 장점이 전혀 없다
고 응답하였다.

<표 4> 분거 후 가족생활의 변화 및 장 단점
사례

가족생활의 변화

힘든 점

장점

1

- 아내에 대한 생각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음. 아내
-전문분야 활동에 대
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 -성(sex)문제,
한 가족의 간섭이
을 찾아 인정 지지해 주는 경향으로 바뀜.
-가족을 곁에 두고 품
없어 자기일에 전념
- 본인의 부모와의 관계는 종전보다 많이 좋아짐.
지 못하는 skinship의
할 수 있음.
- 가족(특히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 의식하게 됨.
부족현상은 메워질 수
-자기절제력이 향상
- kinship이 그리워 부모와 함께 생활하려 하나 아내가 반대 없는 숙제
됨.
함. 부모와 합가 시 귀국하지 않겠다고 함.

2

- 가족 갈등의 조짐이 있다. 분거 전 건강하시던 어머니의 건 -성(sex)문제,
강이 악화되어, 아내가 귀국하면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부담 -일어나고 자는 등의
이 생김.
일상생활 유지가 가장
별로 없다.
- 부부관계가 이전보다 못하다(일상적인 다툼은 없어졌으나, 어려움.
지난 번 재결합 시 성관계가 매우 어색했고, 공백기간 동안 -명절 때 가족이 모두
의 다른 경험 때문에 서로 낯설어하는 것을 느낌).
모였을 때

3

부부관계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음

4

-성(sex)문제,
-가족 안전에 대한 걱
- 부부관계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고 있음. 부부 서로의 존재
심리적 해방(그러나,
정
에 대한 감사함 자각, 서로 존중하게 됨.
자기절제를 좀더 하
-스트레스 받을 때 혼
- 분거상황을 종결해야할지에 대한 내적 갈등은 종종 있음
게 됨)
자 견디고 삭여야 하
는 것(예: 경제문제)

5

- 본인과 큰아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e-mail을 통한 대화로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을 항상 타박만 해 왔던 자신 -성(sex)문제,
을 반성하게 되었음)
-몸이 아플 때
- 아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부부관계가 이전에 -혼자 식사하는 것
비해 좋아지고 있음.

6

- 아내가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힘들어했는데, 외국에서 자녀 - 사람들의 시각(수군거 -내생활이 식구들에
를 돌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됨.
림)
의해 구속되지 않
- 부부관계는 종전 상태 그대로임.
-몸이 아플 때
음.

7

- 상호 소중함을 깨닫게 됨.
-성(sex)문제,
-가족 스케줄에 구속
- 갈등이 때로 발생하나 예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몸이 아플 때
받지 않고 일에 전
해결됨(e-mail을 통한 정제된 의사전달).
-문제가 있을 때 상의
념할 수 있음.
- 친가와의 관계가 개선됨.
할 사람이 없다는 것.

몸이 아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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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기러기 아빠들이 현재의 기러기 아빠 생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현
재의 대처 과정에 도움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아본 결과이다. 아울러,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제공된다면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도 알아보았다.

<표 5> 분거생활 대처 상황 및 사회적 지원
사례

대처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

대처 전략

원하는 도움

1

- 외로움의 해소방안으로 초기엔 타인과의 접촉회수를 늘리는 방
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점차 스스로 고독을 다스리는 방법
이성친구(2명)이 정
(서예, 음악감상 등)에 편안함과 만족을 느낌.
-공허한 만남(자조집
서적 안정에 도움
- 모임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려함. 고독
단 등)보다는 실질적
(정서적 지시와 관
을 피하기보다 다스리는 방법으로 안정을 찾음.
고독해소 방법이 더
심 표출, 가끔 집안
- 이전보다 훨씬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음(음주, 이성친구)
실용적(서예 등)
일을 거들어줌)
- 성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대상을 찾은 적이 있으나 회의와 환
멸에서 벗어나는데 더 많은 고통과 시간이 소비되어 중단함.

2

- 가족모임에 더 열심히 참여
- 몸이 아프면 바로 입원하여 의사, 간호사의 돌봄 받음

파출부 아주머니

이성친구

3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함

부모님

이성친구

4

- 신앙생활, 기도를 함.
- 운동을 열심히 함.

교회

기도로 해결하기 때문
에 특별한 도움 필요
없음.(신앙이 없었으
면 힘들었을 것)

5

- 가족을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함
-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는 방안도 생각 중
- 건강관리에 힘씀

-혼자 먹으면서 신문
책을 볼 수 있는
- 동거인(다른 기러
식당
기 아빠, 성당에
-기러기아빠를 위한
다니는 교포)
요리학원, 가사방법
교육기관

6

- 자신은 다른 기러기 아빠와 다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함(자
녀가 커서 아내가 자주 다녀간다는 점)

7

- 직장 동료들과 정기적인 운동 및 산행
- 부모님을 자주 방문(주말에는 함께 식사)

?

심리적인 부분 외에
일상적인 도움 불필요
(?)

직장 동료(심리적) 이성친구

<표 5>를 보면,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 장애물 또는 문제라고 생
각되는 점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유지를 위
한 운동이나 등산, 혼자만의 시간을 다스리기 위한 건전한 취미 생활, 시간이 많이 나는 주말
을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일, 평소 자주 못하는 부모님 댁의 방문 등이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
대처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면접 대상자가 모두 박사학위를 갖고 있

- 35 -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는 대학교수나 연구원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
문이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른 직종의 기러기 아빠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탐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기러기 아빠들의 현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이성친구, 파출부 아주머니, 부모님, 교회신도들, 함께 사는 다른 기러
기 아빠, 직장 동료들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러기 아빠들이 원하는 도움으로서
는 앞서 지적한 이성 친구 외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식사하면서 신문이나 책을 볼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강남
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남성들을 위한 사업이 이미 등장했다고 한다(경향신문, 2002).
원하는 도움으로 이성 친구를 지적한 남성들의 경우 성 상대자(sex partner)로서의 이성보다
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의 제공자로서의 이성을 찾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
면접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
<표 6>은 기러기 아빠들이 현재 자신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
재의 가족 형태가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가족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계획은 어떠
한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가족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직 기러기 아빠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나타냈다. 즉, 가족의 거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
성원의 잠재력 발휘와 자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가족도 정상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가족 개념의 확대와 정상화
(normalization)'에 동의하면서도,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즉,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7의 경우에는 결혼한 자식으로서 부모로부터도 분리되고 아내와 아이들로부
터도 분리된 상태에서 혼자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하는 어정쩡한 신분으로서 편하
지 않은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분명치 않은 관계로 인해 앞으로는 출가 후 부모와
재결합하여 장성한 아들은 부모에게 못 다한 효도를 행하고 부모는 혼자인 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호 의존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 출현이 예상된다.
이러한 장기 분거가족 형태로 인해 예상되는 가족문제로는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적 배경 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불륜 등 부부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부
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아버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
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돈만 벌어 공급하는 기계적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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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족개념 및 미래 계획
사례

가족 개념

1

- 가족구성원의 각자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면 얼마
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가족 형태
라고 생각.
- 하지만, 살을 부딪히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
쉬움.

예상되는 가족문제

2

-부자관계에서 애정 교류
- 내 가족은 정상, 남 가족은 비정상 형태
감소, 부권(父權)위축
- 미래의 가족형태는 가사 서비스의 사회화, 개인주
-분거 3년차에 재결합
-부부간 문화경험, 언어능
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부부관
-가능하다면 부모님과도 합
력 차이로 남편의 권위
계는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칠 계획
위축
양상을 보일 것
-가족연대감 상실

3

- 아내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가족해체(부부문제 증가,
본 가족 형태는 정상적
- 미래의 가족은 여성지위향상, 아이들의 개인주의화 부모 자녀관계의친밀감 분거 2년6개월 후 재결합
로 인해 가족의 의미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조되 감소)
고 가족구성원 각자의 욕구 충족이 우선할 것

4

-가족간 문화적 차이 발 -분거 3-4년 후 재결합
생
-미국에서 직장 잡아 미국
-세대간 가치관 차이로 에 정착 가능성(아이가 사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나나 현대사회 가족의
자식 잃어버릴 수 있 립대학 진학하면 현재 봉
한 형태로 인정해 주어야 함.
다 는 생각함
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
-부부문제(혼외관계나 이 로 조만간 결단 내릴 계
획)
혼)의 발생

5

-분거 1-3년 후 재결합
-어머니 역할의 과중(아
- 가족원 모두 부족함을 느끼는 완전하지 않은 가족
-현재의 큰 아파트는 낭비
버지 부재 상태서 자녀
형태.
이고 더 허전하여 직장에
양육)
- 미래의 가족형태는 매우 다양해 질 것.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옮
-부부간 불륜의 문제
기려 함.

6

-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족
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대화는 오히려 e-mail등으로 많아짐.
- 다양화된 삶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임.

-분거4년차인 내년에 아이
가 대학에 입학하면 현지
교회 교인에게 아이를 부
탁하고 아내는 귀국 예정.
-분거 후 왕래하는 것 3년
이 최대인 것 같음(이 기
간이 지나면 생활에는 적
응되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공허감을 느낌.

7

- 현 가족 단위로만 볼 때는 가능한 형태로 보이나 -부 자녀 간 가치관 격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확대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어정쩡한 형태
차의 가속화로 부 소외
이사 예정
- 출가 후 부모와 재결합하여 상호 의존하는 새로운 현상 격화
-아이들 대학갈 때까지 기
가족형태의 출현 가능성(아들은 효도, 부모는 아들 -부부관계 신뢰 저해요인
러기 생활 계속.
보호)
들 잠재로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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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반면, 어머니는 자녀와 동일한 문화
사회적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녀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역할 수행자로 인식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게 될 것
이고,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결국 가족 해체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
기러기 아빠들의 미래 계획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
리하게 되는 시기에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은 3년 내에 이러한 재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기러기 아
빠는 직장을 아예 자녀와 아내가 있는 나라로 옮겨 본격적으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은 현재 자신의 주거 상황을 조정하여 보다
작은 공간으로 이주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5. 전반적인 평가
본 사례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은 비교적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교수라는 전문직 성격 상, 가족의 방해를 받
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활 자
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건전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러기 아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신독(愼獨: 홀로 있는 상태를 살핌)과 절제를 생활화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게 되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전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건강 유지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았다.
전문직 기러기 아빠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직종의 기러기 아빠들과 마찬가지
로 심각한 문제였다. 두 집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이 커서 정규 봉급 외에 다
른 부수입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교수들 자제는 유학시절 출산된 사유로 인
해 시민권이 있어 공립학교에 입학함으로서 학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편이지만 교수의 수입
수준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적으로, 기러기아빠가 한
달에 가족에게 보내는 유학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이른다(시사여성주간지 미즈엔,
2002). 가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미국의 경우 평균 1년에 7천만 원, 캐나다의 경우 5천만 ~
6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Economist, 2002).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은 가족형태에 대해서 개방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으며 가족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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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기에 적당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하지만, 분거 가족 형태가 장기화 될 경우 각종 가족관계 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예상도 갖고 있었다.

6. 필요한 개입
1)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식사 서비스
강남에는 이미 기러기아빠 방 이 성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혼자 남은 가장들의 식
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곳이다. 앞으로 기러기 아빠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서비스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곳이 아니더라도 식사만이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당당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빠와 자녀 및 어머니 사이에 커져 가는 문화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아빠가 자녀를 방문하여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갖고 놀아주고 싶어하는 반면, 서구화된 가치
를 지닌 자녀들은 자신들의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의 제의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
고 있다. 서구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자녀들과 유교적 가부장 문화에 젖어 있는 아빠 간에 불
화가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처지는 힘들지만 자식들을 위해 견뎌야한다는 책임
감을 갖고 생활한 기러기 아빠들은, 나중에 자칫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불행
한 펭귄아빠3) 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희생
은 아랑곳없이 자녀들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유유히 떠나버리면 기러기 아빠들은 희생의 목
저이었던 자식을 힘없이 잃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
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남은 기러기 아빠와 외국에 있는 자녀 및 어머니 사이의 문화적 격
차와 가치관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서로 기대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 지속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나 아내
에게,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항시 이해하고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어떤 펭귄 엄마는 아빠 펭귄에게 어린 자식들을 돌보게 하고 먹이를 찾아 나선 후, 갖고 온 먹이를 자식들
에게만 먹이고 그동안 자식을 돌보았던 아빠 펭귄을 추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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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엄마와 생활하는 아이들 (특히, 아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남성 역할 모델과 정서적 지
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남성 자신의 역할 변화(전통적인 아버지 역할

돈 대주는 기계로 변화)를 보충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아내 및 자녀와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다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아들은 남성 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 현지에서 남성 역할 모델을 발
굴하여 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학교의 선생님, 사회복지사, 교회의 교역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대책
분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적, 지리적 거리감이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친밀감은 자연
적으로 엷어질 수도 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아내를 긍정적으로 재발견하거나 아내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
성 친구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은 외도로 인한 가정 해체의 위험성을 나타내 주
는 부분이다. 부부간의 신뢰와 인내만으로 서로 떨어져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수도 있는 많은 사건들을 극복해 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남성
들에 따라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 한시적 총각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오랜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이성과의 건설적 대화
공간을 공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5) 기러기 아빠의 응급 상황 시 대응 체계의 개발
지난 1월 40대 기러기 아빠가 집에서 심장이상으로 사망한지 며칠 만에 발견된 일이 있었
다. 누군가가 옆에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한다. 이와 유
사한 상황은 해외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무리해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에게서 얼마든지 발
생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응급 버튼과 마찬가지로, 기러기
아빠와 가까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 종교 생활의 교우, 또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비상 응급
연락망을 가설하여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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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변의 이해와 협조 유도 방안
기러기 아빠들은 자신들을 MBA(Married, But, Available) , 또는 한총련 (한시적 총각 연
합회) 회원들이라 자조적으로 칭한다. 주변의 친구, 동료들은 "야 ~ 이제 좋겠다. 총각 기분도
나고, MBA이고"라고 하면서 각종 비현실적, 또는 현실적 놀이 기회를 제시하면서 외로운 기
러기 아빠들을 유혹한다고 한다. 기러기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동시에, 떨어져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엄연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7) 가정불화의 도피 방안으로서의 분거가족에 대한 개입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러기 아빠 생활의 출발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
서 비롯됐기보다는 한국에서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은폐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도피로서 시작된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가족이 이미 해체 위기 단계에 진입했
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 또는 해외에 거주중인 아내
를 대상으로 가족치료적 개입이 하루 속히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이 방치될
경우, 가족 관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가족기능 자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
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러기 아빠들의 문제와 대처 방안은 교수직에 있거나 연구직에 있는 전
문직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한국의 모든
기러기 아빠들에게 일반화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타 직종에 근무하면서 기러기 아빠 생
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직 남성 기러기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그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이
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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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f Male Professionals Living apart
from Their Families for a Long Time : The
So- Called "Wild Geese Father"

Um, Myung Y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case study aimed to explore the issues of male professionals who run separate households both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abroad. The so-called, "wild geese fathers" make money in Korea and send it
to their families living in other countries so that their children and wives can pay their tuitions and living
expenditures. These fathers fly back and forth between their places and their families ' once or twice a year
to see their families.
Seven males, 6 of whom were university professors,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interview schedules
prepared for this study. The problem areas covered in the schedule included: any changes after separation in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level of satisfaction after separation; any changes after
separ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with major focus on spouse relationships; any hardships or difficulties
and/ or good things when living alone; coping strategies employed in lone life; any services needed by the
wild geese fathers; and any family problems expected in the fu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e professionals were doing fine with their lone lives. The wild geese
fathers reported that they could have the chance of looking back over their own lives and their family
members '. Although the geese fathers were not satisfied with present life situations of their own, they
thought that they were doing right things for their children and wives. For a long term perspective,
however, these geese fathers raised possibilities of family disruptions or break- up's. Possible preventive
measures were suggested in terms of alleviating any dismantling signs of these atypic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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