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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 우리나라의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조손가정의   

아동 수는 59,183명임 

◦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임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

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

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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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손가구는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손가구(조부모 +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52,951가구

이며 총 가구원 수는 151,588 명임1)

◦ 조손가구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2)은 7,412가구로 전체 조손가구의 14%에 그치고 있음3)
 

 조손가구의 형성 원인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손가족 실태조사4)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맡게 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 및 재혼

(53.2%)’, ‘부모의 가출 및 실종(14.7%)’, ‘부모의 질병 및 사망(11.4%)’, ‘부모의 실직 및 파산

(7.6%)’ 때문임 

◦ 최근의 가정위탁 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 30.6%로 가장 높고, ‘부모의 별거 또는 가출

(25.6%)’, ‘부 또는 모의 사망(24.3%)’, ‘부모 모두 사망(5.4%) 순으로 조사됨5)

◦ 2018년 기준 부모사망 및 부모 이혼 등에 의해 보호대상 아동이 된 아동 수는 총 1,021명임6)

- 부모의 사망으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284명, 부모의 이혼으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737명임 

 조손가정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 유형으로 진단되고 있음 

◦ 경제적 곤란과 손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조손가정은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특징을 보임7)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그치고 있음 

◦ 2010년 이후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손가정 및 양육 손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이 미미한 실정임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조손가정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의 친족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안내자)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통계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21.)

2)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는 가정위탁의 유형으로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 세 가지

가 있음. 그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란 조부모에 의한 양육 가정을 말하며, 정부지원을 받는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 ‘성범죄, 가정폭력 등 전력자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이러

한 기준으로 인해 조손가정 중 일부만이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되고 있음. 

아동권리보장원, “위탁가정”,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 business_02 (검색일: 2020.3.20.)

3)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9, p. 27.

4) 여성가족부,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2010, p.12.

5) 보건복지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앞의 책, p. 35.

6)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검색일:   

2020.2.11.)

7) 이명용･김승희,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3호, 2014, p.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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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손가정 양육 환경, 복지제도 인지 및 이용 현황 

1. 현황 

가. 규모

 우리나라에서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는 52,951가구임 

◦ 2018년 기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11만 3,297가구이며, 총 가구원 수는   

29만 8,038명임8)

- 이 중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총 가구 수는 52,951가구 이며, 총 가구원 

수는 151,588명임([표 1] 참조) 

-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28,997가구, 95,739명이며, 조부 또는 조모와 미성

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는 23,954가구, 55,849명임 

|표 1| 조손가구 구성 현황 

(단위: 년, 가구, 명)

구분
계 (2세대 가구)

조부모 

+미성년손자녀

(2세대 가구원)

조부모 +미성년 

손자녀

(2세대 가구)

조부 또는 조모 

+미성년손자녀

(2세대 가구원)

조부 또는 조모 

+미성년손자녀가구 가구원

2015 52,131 148,907 27,777 91,570 24,354 57,337

2016 51,155 146,317 27,662 91,104 23,493 55,213

2017 53,297 152,480 29,080 95,803 24,217 56,677

2018 52,951 151,588 28,997 95,739 23,954 55,849

※ 주: 인구총조사 2018년 11월 1일 기준

미성년 손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함 

※ 자료: 통계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21.)

 조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2018년 기준 59,183명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5~9세’가 18,076명으로 가장 많고, ‘10~14세’ 15,715명, ‘0~4세’ 14,216명, 

‘15~17세’ 11,176명임 

8)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 –시군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2 (검색일: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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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손가구 연령별 손자녀 현황 

(단위: 년, 가구, 명)

구분 전체 0~4세 5~9세 10~14세 15~17세

2015 64,965 16,225 14,723 19,021 14,996

2016 60,297 14,672 15,392 16,748 13,485

2017 60,700 14,543 17,258 16,189 12,710

2018 59,183 14,216 18,076 15,715 11,176

※ 주: 인구총조사 2018년 11월 1일 기준

※ 자료: 통계청,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21.)

나. 경제적 여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 아동빈곤율이란 아동(0~17세) 중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가정’의 아동의 비율을 말함 

◦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아동빈곤율이 3.6%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 덴마크, 아이

슬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폴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아동들이 비교적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하여 아동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함 

|그림 1| 국가별 아동 빈곤율 

(단위: %)

3.6 3.7 

5.9 6.4 6.8 6.8 
8.0 

8.7 
9.3 9.5 9.8 9.9 

10.9 11.1 11.2 11.3 11.5 11.6 
12.2 

12.9 13.2 13.3 
13.9 13.9 13.9 

14.5 

15.9 

18.4 18.7 
19.6 19.8 

21.2 21.5 
22.2 

25.3 

0

5

10

15

20

25

30

핀
란
드

덴
마
크

아
이
슬
란
드

슬
로
베
니
아

체
코

폴
란
드

노
르
웨
이

아
일
랜
드

스
웨
덴

스
위
스

에
스
토
니
아

헝
가
리

네
덜
란
드

라
트
비
아

프
랑
스

독
일

오
스
트
리
아

캐
나
다

포
르
투
갈

영
국

벨
기
에

호
주

룩
셈
부
르
크

슬
로
바
키
아

일
본

한
국

그
리
스

리
투
아
니
아

이
탈
리
아

스
페
인

멕
시
코

미
국

칠
레

이
스
라
엘

터
키

※ 주: 2017년 기준이며, 호주, 이스라엘은 2018년,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2016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 일본은 

2015년 기준임

※ 자료: OECD (2020),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16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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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빈곤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상대적 격차에 관한 것임

◦ 아동빈곤율은 빈곤한 가구에 사는 아동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

지만 빈곤의 정확한 실태와 특성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가구유형별 격차를 살펴보는 것

이 의미가 있음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9)은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

◦ 한부모･조손가구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평균 221.5만원으로 일반가구 413.7만원의 54% 정도에   

그치고 있음10)
 

◦ 일반 아동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2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4.8만원인 것으로 밝혀짐11)
 

◦ 물질적, 사회적 박탈상태12)에 대한 조사에서 한부모･조손가구는 평균 박탈점수인 1.58점을 훨씬   

상회하는 5.11점을 기록하여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이 상당한 수준의 박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

을 드러내고 있음13) 

◦ 아동의 결핍지수14)에 대한 조사에서 한부모･조손가구의 결핍지수는 52.9%로 일반가구 29.9%에   

비해 23%p 높았음15)

◦ 주거환경에 있어 일반가구는 약 8%가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42% 이상이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월세부담이 23만원으로 다른 빈곤저소득 

계층보다 높은 편임16)
 

 조손가구의 소득은 1,000~5,0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17)

◦ 조손가구 중 2019년 기준 전년도 소득이 3,000~5,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2%, 1,000~3,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6.3%임

◦ 조손가구의 78.3%가 1,000~5,000만원 미만 소득구간에 분포되어 있음 

◦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9%, 5,000~7,000만원 미만은 8.9%, 7,000~10,000만원 

미만은 3.2%이며, 10,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8%임 

9) 한부모･조손가정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어 조손가정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p.506. 

11) 같은 책, p.508. 

12)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 31개 분야에서의 박탈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책, p.512 참조)

13) 같은 책, p.513. 

14) 결핍지수는 17개의 결핍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말함.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

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책, pp.522-523 참조)

15) 같은 책, p.524. 

16) 같은 책, pp.533-534. 

17)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3&conn_path=I2 (검색일: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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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손가구의 소득구간 분포 

(단위: 년, %)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3,000

만원 미만

3,000~5,000

만원 미만

5,000~7,000

만원 미만

7,000~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2017 8.2 47.0 28.2 9.4 7.2 -

2018 9.2 46.6 23.6 7.6 11.1 1.9

2019 6.9 36.3 42.0 8.9 3.2 2.8

※ 주: 조부모 가구주와 부모없이 18세 미만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B03&conn_path=I2 (검색일: 2020.3.2.)

 우리나라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행복 및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특정가구의 아동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여기에 조손가정 아동이 포함되어 있음18)
 

◦ 빈곤가구의 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 그리고 실업 부모를 둔 아동들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경제적 곤란, 심리적 위축, 영양결핍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 

다. 복지 제도 수급 현황  

 2019년 12월 기준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조손가구 수는 5,782가구임 

◦ 2018년 기준 전체 조손가구 수의 5.3%가 기초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표 4| 조손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단위: 월, 가구, 명)

구분
2017.12 2018.12 2019.12

가구 수 수급권자 수 가구 수 수급권자 수 가구 수 수급권자 수

기초생계급여 6,294 10,543 6,009 9,830 5,782 9,257

기초의료급여 502 507 594 539 642 561

기초주거급여 79 47 409 616 708 1,097

기초교육급여 683 584 620 422 533 296

※ 주: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중복제거함. 시설 수급자 제외(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때의 조손가구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미성년 손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음)

※ 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 24.)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대상자에 일부 조손가족이 포함됨19)

◦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됨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외)조부와 (외)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질

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지원 대상임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책, p.557. 

19)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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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조손가정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5세 이

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급함

◦ 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하는 조손가정에게는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

소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 사례관리에는 손자녀에 대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지원 , 긴급위기 지원 등이 포함됨20)
 

 전체 조손가정 아동 중 일부만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조손가구 미성년 손자녀 59,183명 중 0.23%인 135명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음

◦ 중위소득 72% 이하에 해당하여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가구 수는 2017년 313가구에서 2019년 255

가구로 감소하였음 

|표  5| 조손가족 지원 실적 

(단위: 년, 명, 가구)

구분 2017 2018 2019

아동양육비(명) 123 135 207

추가아동양육비(명) 17 11 6

사례관리(가구) 313 298 255

※ 자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0.2.20.)

2. 복지사업별 이용률 차이 및 인지도와의 연관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은 정책에 따른 인지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아동 대상 5개 분야 24개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조사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업과  

 가장 낮은 사업 간에는 74%p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21)
 

- 건강 영역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 인지도 90.4%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 대상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인 CYS-Net 서비스22)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16.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한부모･조손가정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고, 이용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다문

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임 

◦ 국가예방접종지원은 56.1%가 이용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1.4%만이 이용함 

◦ 그 외 한부모･조손가정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지원(46.6%)’, ‘아동수당(41.7%)’, 

20) 전국 72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가족역량강

화 지원”,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 (검색일: 2020.4.27.)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책,  p.483. 

22) CYS-Net 서비스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일컫는 것으로 9~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임.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운영”,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06.do (검색

일: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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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식지원(36.0%)’, ‘자녀세액공제(35.8%)’, ‘학교 우유급식지원(35.2%)’ 순임

◦ 그 외 이용률이 낮은 사업은 ‘Wee 클래스(3.3%)’, ‘정신보건센터사업(4.5%)’, ‘장애아동수당

(4.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5.7%)’ 순임  

 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문제점 

 우리나라 조손가정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 규모 및 수급 현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조부모 외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현황 자료는 친인척 위탁가정 파악에 그치

고 있음 

◦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고 있는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미함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대표적인 조손가정 지원정책이며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조손가정에서 신청 가능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해당 가정에 정확하게 안내되는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복지 관련 정보 습득 및 접근 경로에 능숙하지 않은 조손가정이 가용한 복지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할 것

을 기대하기 어려움 

◦ 특히 고연령 조부모 및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접근성, 

온라인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23)

◦ 복지 서비스 신청에 있어 행정 편의성이 우선시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손가정의 제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23) 경향신문, 2019년 5월 4일자, “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찾아가는 돌봄 절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040600065 (검색일: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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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

1. 배경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 친족에 의한 돌봄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짐 

◦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조부모 등 친족이 양육을    

 맡게 되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것보다 자녀들의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24)

- 그간 가까이 지냈던 친족의 돌봄과 양육이 아동들에게 높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도 친족 돌봄의 장점으로 파악됨25)
 

 친족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수요가 파악됨26)

◦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부모 등 대체 양육자

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조부모가 손주의 돌봄을 맡게 되는 경우 생계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조부모의 생계활동 지속 및 육아 스트레스가 경감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후견인 등의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지원, 아동 발달에 따른 부모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

도 높은 것으로 보고됨 

 친족돌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마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됨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친족 양육 가정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됨 

◦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kinship navigator program)은 단일 개입 방식

(single point of entry)을 활용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정보에 곧바로 진입하도록 돕기 위

한 것임27)
 

◦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관련 교육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8)
 

- 친족 네비게이터들은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들 및 그들이 돌보는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을 도울 뿐 아니라, 대면 접촉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24) Sutphin, Suzanne T., “Using Kinship Navigators to Assess the Needs of Kinship Caregivers”, GrandFamilies: The Contemporary 

Journal of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1), 2015,  pp.51-52.

25) Hernandez, Magaña, Zuñiga, James and Lee, “Navigating the system: A How-To Guide for Implementing a Kinship Navigator     

 Program”,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8, 2014, pp.398-399. 

26) Sutphin, 앞의 글, pp.53-55.

2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Working with Kinship Caregivers, 2018, p.7. 

28) Hernandez et al, 앞의 글,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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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률

 친족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2004년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시행됨

◦ 2003년 워싱턴주 의회에서 「친족 돌봄법안(Kinship Care Bill(SHB-1233)」이 통과되면서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인지되었고, 친족 양육자를 지원하는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됨29)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2008년에 시작됨30)
 

◦ 「위탁보호연계와 입양확대법(Fostering Connections to Success and Increasing Adoptions Act of 

2008)」에 의해 마련된 자유재량 기금(discretionary grants)이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됨 

- 2009년에는 13개 프로그램이, 2012~2015년의 기간 동안에는 7개 기관(grantees)이 재정 지

원을 받음 

 연방정부는 2018년 법 제정을 통해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사회서비스 재정을 확대함 

◦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에 의해 제정된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Families 

First Prevention Services Act)」은 위기가족 아동들이 가족해체 시 위탁양육(foster care)에 맡겨

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 의회는 가정에서 이탈되어 위탁양육에 맡겨진 이후에야 아동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의 위탁양육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족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 Sec.50713을 통해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427(a)(1)을 근거

로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주 정부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비의 최대 50%를 환급

(reimbursement)신청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연방정부는 연간 2천만 달러(한화 약 23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함 

 「사회보장법」 Sec.427은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다른 주 정부 또는 지역 단체와 협력해야 함.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친족 양육 당사자 및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함

- 친족 양육자, 친족 지원 담당자, 해당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함

･ 상호 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야 함  

･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29) TriWest Group. Casey Family Programs Kinship Caregiver Navigator Pilot: Final pilot evaluation report (July 1, 2004 to November 

30, 2005), 2005. 

30) Casey Family Program, “Strategy Brief: Strong Families - What Are Kinship Navigator Programs?”,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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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양육자 지원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 법률 상담 등 법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웹사이트 운영 또는 다른 방식 등을 이용하여 친족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친족 양육 가족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종교시설, 지역기

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함 

3. 운영사례

가. 뉴욕주 

 뉴욕주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뉴욕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 국(Office of Chlidren and Family Services)의 재정 지원으로 카톨릭 

가족 센터(Catholic Family Center)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뉴욕주 전역 62개 카운티(counties)

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31)
 

◦ 뉴욕주의 네비게이터는 조손가정 등에 경제적 지원, 법률 정보 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으로 조손

가정 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줌 

-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실제 사례 관리(Virtual Case Assistance)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상 가족의 필요를 파악→사례 계획의 수립→현금 및 의료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 지원→지역 서

비스 지원기관으로 연계→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다른 어려움을 파악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기적인 연락(전화상담) 실시32)
  

◦ 조손가정 포함 친족의 자녀를 부모 대신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두 서비스 대상이 됨 

 뉴욕주의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직접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함

◦ 빈곤가정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업무 직원 또는 아동복지사가    

친족 양육 가정을 접촉하게 되면 친족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확인

한 후, 동의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가 2일 이내에 해당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함33)
 

나.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주 법령 Title V Chapter 39(The Florida Statutes Title V 39.5086)는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

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34)
 

31) New York State Kinship Navigator, “Help for Kinship Caregivers in all of New York’s 62 Counties”, https://www.nysnavigator.org/ 

(검색일: 2020.3.17.)

32) New York State Kinship Navigator, “Virtual Case Assistance”,  http://www.nysnavigator.org/?page_id=542 (검색일: 2020.3.17.)

3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hildren’s Bureau Grantee Synthesis: 

Kinship Navigator Programs, 2019, p.4. 

34) Online Sunshine(Official Internet Site of the Florida Legislature), “The 2019 Florida Statutes – 39.5086”,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000-0099/0039/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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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률은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목적을 친족 양육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료 긴급전화(toll-free telephone hotline)의 설치･운영, 친족 양육 가정 발굴을 위한 구호지원활

동(outreach),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플로리다주에서는 기관 협력 및 지역 마을 행사를 통해 친족 양육 가정을 발굴하고 있음 

◦ 대표 상담전화를 통해 조손가정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아동복지기관, 지역에서 활동하

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대상 가정을 추천받고 있음 

◦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 Event), 프로그램 홍보 행사 개최(Resource Fair), 지역 내 홍보

(Community Presentation)를 통해 친족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친족 양육  

가정을 발굴함35)

 조손가정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함 

◦ 법률 지원, 식료품, 의료,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 주고, 현금급여, 식료품할인

구매권(food stamp), 의료복지(Medicaid) 서비스 신청을 지원함36)

 플로리다주의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있어 세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음37) 

◦ 첫째,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집약해 놓은 One-e-App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통해 친족 양육자 및 그 아동에게 가용한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함

- 한편, 최근의 기술기반 지원시스템(technology-based application system) 제도로 인해 오히

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음 

- 복지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신청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네비게이터가 친족 양육자와의 1:1 면담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

고 있음38)
 

◦ 둘째, 친족 아동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네비게이터를 고용하여 친족 양육자와의 심리･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를 이끌어내고 있음 

◦ 셋째, 협업팀(Interdisciplinary Team)의 운영으로 복합･중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위험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 생계, 복지, 법률, 교육, 보건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 

0039.5086.html (검색일: 2020.3.17.)

35) 같은 글.

36) Children’s Home Network, “Kinship”,  https://www.childrenshomenetwork.org/kinship (검색일: 2020.3.17.)

37)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Site Visit Report: Kinship Interdisciplinary Navigation Technologically-Advanced Model(Kin-Tech), 

2016, p.3. 

38)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Podcast – Supporting Kinship Caregivers Part 2, p.3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cwig_podcasts/cw_podcast_supporting_kinship_caregivers_part2_transcript.pdf (검색일: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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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지아주 

 조지아주에서는 주 정부가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조지아주의 지역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서(Division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 의해   

총괄 책임자 및 네비게이터가 배치됨 

◦ 조지아주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웹사이트에서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음39)

- 친족 양육자가 신청하거나 민간단체 등 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친족 양육 가정을 서비스에 연계해 줄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을 받은 이후 48시간 내에 응답하도

록 되어 있음 

◦ 또한 웹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네비게이터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비게이터의 이름, 활동 지역, 

사무실 위치, 사무실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음40)

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1.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의 시사점 

 미국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되도록이면 친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경우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친족 등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입법을 통해 친족 양육 가정 지원

의 기반을 마련함 

 조손가정 등 친족 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 가정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조손가정 등이 여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핵심은 네비게이터와의 한 번의 접촉으로 조손가정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 신청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조손가정 등 취약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 뉴욕주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일단 정부기관에 노출된 가정 중 조손가정 등 친족 양육 가정

39) The State of Georgia Government, “KinShip Navigator Program Referral Form”,

https://dhs.georgia.gov/kinship-navigator-program-referral-form (검색일: 2020.3.17.)

40) 2019년 4월 기준으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사는 지역을 확인하여 네비게이터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총괄 책임자의 인적사항과 전화

번호도 확인할 수 있음. The State of Georgia Government, “Kinship Navigator Program”,

https://dhs.georgia.gov/kinship-care-portal/regional-kinship-navigators (검색일: 2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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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이용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조손가정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 플로리다주는 지역 공동체 곳곳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시설 등 민간단체를 통해 조손가정을 발굴하

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관련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도록 하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한편, 온라인 서비스 신청 등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 네비게이터가 1:1 대면 상담 및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주정부 홈페이지에 네비게이터의 활동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해 해당 가정이 직접 서비

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위의 조손가정을 

주 정부에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2. 우리나라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조손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됨 

◦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가정환경 및 그와 

관련된 정서･심리적 박탈감 및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손가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조손가정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필요척도(Family Needs Scale)를 적용하

는 등 서비스 대상 발굴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41)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손가정은 고령의 조부모와 부모가 부재한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조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질병, 장애 등에 의해 아동이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양육 환경일 우려가 큼 

◦ 조손가정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분배되기 어려움 

-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유추됨 

◦ 조손가정 발굴에서부터 서비스 수요 조사, 이미 마련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의 우려가 높고 사춘기

에 접어든 손자녀의 욕구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해 보임 

41) 가족필요척도는 필요한 서비스를 측정하는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Sutphin, Suzanne T. 앞의 글,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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