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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와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하여, 농촌지역 저소득가정의 아동문제는 단순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며 가난의 대물림, 교육격차 등의 심화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 실태와 저소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

제를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 현황을 비교하여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로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파

악하였다. 결과를 활용해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중 저소득으로 진입하는 데, 

또는 지속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파생되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끝으로 양적분석으로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설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의 복지정책을 위한 참고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통계 제공, 설문 등에 협조해 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

터중앙지원단 및 지역별 아동센터 시설장과 보호자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감사드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 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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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

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

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

고 있지 않음. 

○ 농촌 저소득아동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고 도

시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남. 구체적으로 아

동 교육 및 복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아동이 방임되거나 질 낮은 서비스

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증가하는 농촌 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저

소득 문제와 결합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임. 끝으로 농촌지역에는 유사 빈곤층이 다수 존재해 이들 가정의 아동

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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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저소득 가구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는 공공부조 이전의 균

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이하 가구로 정의함. 또한 정책대상자로서의 

아동 연령은 만 7~12세에 해당하는 자, 즉 학령기준으로는 초등학생으로 

정의함. 끝으로 아동복지의 정의는 공공기관(정부, 지자체)이 제공하는 아

동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함. 

○ 선행연구 검토,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계량 분석, 관계자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함. 기존 문헌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실태, 

문제점, 정책적 논의 지점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 등을 분석함. 연

구에 사용한 공식 통계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임. 공식 자료

조사로 포괄하지 못한 부분 조사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협조하여 아동 부

모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지역의 정책담당자(공무원)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공식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계량 분석에서는 농촌지역 저

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진입, 지속, 탈출(exit)의 요인을 분석하고 저소득

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함. 더불어 아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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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중요 정책순위와 항목을 분석하였고 양적분석으로 포괄하지 못한 영역

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설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정책 필요성 논의

○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법적 측면, 복지이론 측면,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를 검토함. 저소득 또는 취약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

지지원법」 등이 있음. 관련 법률들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건전한 

환경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차별 없는 권리

를 가지며, 국가, 부모, 지역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영유아·청소년 보육 및 교육복지 정책은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있음.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일지라도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들이 농촌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아동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존재함. 이에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의 지리적 특성상 전담 인력, 기관, 서비스의 양적 부족, 공간 대비 낮

은 인구밀도, 교통인프라의 열악으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제기됨. 또한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낮은 소득구조 문제와 일자리 특성 등이 합쳐져 농촌

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도시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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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저소득아

동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함. 이는 저소득아동가구

의 저소득 문제는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

함. 특히, 저소득아동가구 중 다문화가정 비중이 높아지고, 한부모가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점(32.2%)과 교육비 지출 부담

(42.4%)으로 나타났음.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비 지출의 제약은 자녀의 교육성취로 이어져, 자녀가 성장했

을 때 또 다른 가난의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술통계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활동 태도가 

비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저학년일 

때 행동통제 능력과 학습습관이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났음.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일부항목

이 비저소득가구보다 낮았고, 사회적 위축이 보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

할 때,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

반가구와 읍지역의 동일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는 면지역 내에서 취

약한 저소득아동가구에게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중요한 

도움 기관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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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원인 및 영향 분석

○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주 성별,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중 임금근로자, 

자영업·고용주, 만성질환 정도, 모자가구,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

정, 군지역 거주로 나타남. 이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위)과 가구주의 성별이었음. 

○ 저소득가구 탈출의 주요 요인은 진입의 주요 요인과 대부분 같지만, 영향

도에는 차이가 있었음.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의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탈피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 매우 취

약한 계층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자가구와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가

구일수록 저소득가구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음.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 실태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책인 

교육급여 지급, 방과 후 돌봄, 정서안정 및 치유,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

대로 구분할 수 있음.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해 관련 정책 

평가를 정책 수요자(부모), 정책 공급자 및 전달자(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정책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분석함. 

○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와 정책담당자는 정서안정 및 치유가 시급

하다고 분석되었으나, 교육급여 지급은 정책의 수요자(부모(보호자))만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느꼈음.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는 현재 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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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돌봄에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1사분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문화 및 예술행사 참여 확대는 상대적으로 중요

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3사분면), 정책 중 상대적으로 저순위로 분석됨.

○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측면에서 정책별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음. 

먼저 돌봄서비스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 창

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남. 정서

안정 및 치유에서는 상담자/치료사와의 친밀도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나타났음. 문화,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문화, 지원 소비 

가능 범위 현실화,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

기회가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꼽혔음. 교육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

원범위 확대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음. 

○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각 정책의 세부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 분

석 결과, 돌봄서비스와 정서안정 및 치유 관련 정책에서 모두 인력 확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에서는 접근성(이동거

리, 이동수단) 문제와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였음. 교육급여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지원범위 확대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항목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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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과제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전달체계의 분절,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 미미,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 등으로 나타났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과 

부모(또는 한부모가구)의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들이 서로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 소득보장정책을 보

다 효과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

음. 농촌의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

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

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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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

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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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 for Low-income Families in Rural Areas: 

Current State and Policy Tasks

Research background

Amid the trend of income polarization and povert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undernourished children, neglected children at 

home, crisis of family breakup, and maladjusted children. The biggest 

problem with this phenomenon is that unlike the temporary poverty 

experienced in adulthood, the poor state of childhood is likely to be passed 

down.

Childhood interven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resolving problems 

derived from low incom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protect children from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although low-income problems especially abound in rural areas central 

government policies do not consider regional differentiation. 

Rural low-income households do not only end with low income. Their 

trouble generally compound with a variety of problems not found in urban 

areas. In particular, children are often neglected or exposed to poor services 

due to a lack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welfare of 

children. Also, as the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is 

increasing recently, it appears as a complex issue that has not existed before 

as it is combined with the low income problem. Finally, there are many poor 

families going through similar troubles in rural areas, and children in thes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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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are often left in blind spots of welfare policy.

This study identifies related welfare status of low-income children’s 

households in rural areas, analyze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low-income, 

and the problems that low-income deriv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policy tasks that can improve the parts 

that are not covered by government policie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defines low-income households as households with a 

minimum living cost of less than 150% or median 60% of equalized 

ordinary income before public assistance. 

Children subject to this study are limited to children aged 7 to 12 years 

old. The definition of child welfare is defined by the economic,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that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need for children to grow, following Friendlander & Apta 

(1980), Korean Social Welfare Dictionary and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prior study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Findings

The limitations of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 children in rural 

areas are as follows: fragmented policy implementation, insufficient 

customized policy planning, lack of consideration of rural characteristics, 

the setting of the support scope, and problems of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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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s are policy tasks to alleviate the limit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at the central or local municipal level to review the composition 

of  a committee that can serve as a control tower to coordinate, link and 

integrate the fragmented implementation of policy support related to current 

low-income households. At this time, support policies for children, 

employment training for parents (or single-parent households), and 

employment plac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come security policy more 

effectively for  children raised by their grandparents.  

Second, a policy that reflects rur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for the 

policy for low-income children in rural areas. Especially in the case of 

regional investment service projects, the overlap of the distribution of users 

and providers mainly happens in metropolitan cities and large cities. It will 

be a good idea to consider how to connect local investment service projects 

wit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365 living zone 

construction projects,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children-related 

services are vulnerable.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in rural areas. Parents (guardians) listed 

spending on education as the most challenging aspect of their children’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t educational benefits in line with actual 

expenditures (minimum educational expenses) and to expand educational 

benefi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size and budget of households in the 

median income of 60% to 50%. Also, concerning service provision,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an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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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s. Namely, policies should be devised to meet the different 

policy needs of low-income household children living in yeup and myeon 

and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multicultural /single parents.

Researchers: Eom Jinyoung, Ahn Seok, Kim Yunji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0.

E-mail address: jeo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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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52배이다.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2007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치이다(경향신문 2018. 11. 22.).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

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저소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

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박세경(2016)에 따르면 가난 대물림 현상

이 1세대 만에 36%에서 51%로 증가하였다. 2019년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기초수

급자 130명 설문조사 결과, 50%(65명)의 응답자는 청소년 시절 부모가 하위계층

이라고 응답하였고, 130명 중 42%의 응답자는 조부모 대부터 가난했다고 응답하

였다. 참고로 2003년 420가구를 동일하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난 대물림 비율은 

59.7%였다.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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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저소득가구(빈곤)에 책임이 없으며 

빈곤의 피해자라는 점이다. 둘째, 아동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든 보호자가 필요하며,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점

이다. 셋째, 아동기 때의 개입이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단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백미경 2009: 8-9).

이러한 아동기 때의 개입의 중요성으로,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에 대한 대

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저

소득가정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빈곤아동(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

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 저소득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촌 아

동의 저소득(빈곤)문제, 복지 및 교육의 소외문제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

만(김광혁 2013), 중앙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구체

적인 예로,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가정에 속한 아동 비율은 최저생계비 미만 기준

으로, 대도시는 5.0%, 중소도시는 4.8%, 농촌은 8.0%였고, 중위소득 50% 미만 기

준으로는 대도시는 11.0%, 중소도시는 10.0%, 농촌지역은 11.3%였다(김미숙 

2010). 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 농

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전북(5.21%), 전남(4.73%), 강원도(3.84%) 순서였다(기초

생활수급기준)(박신규 2012). 

게다가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문제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문제에

서만 끝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첫째, 아동 교육 및 복지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해당 아동이 방임되거나 질 낮은 서

비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 내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저소득문제와 결합되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문제로 나

타난다는 점이다. 끝으로 농촌지역에는 유사 빈곤층1)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가정

1) 빈곤을 규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에서 탈락한 계층을 의미함. 실제적으로는 빈곤계층과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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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들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연구부문에서의 관심도 낮은 상황

이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고(이기완 외 2000; 노희경 외 2003; 박선영 2009; 윤희정 외 2002; 임영지 

2008; 신희영 외 2005; 김연숙 외 2012; 이정화 2006), 농촌지역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특정 프로그램 또는 특정인(부모 등)의 행동 유형이 대상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박경미 외 2017), 외부적 요인 등이 저소득가구의 

해당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박지영 2017; 전은

희 2015).   

1.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득

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

다. 분석 결과와 정책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둘째,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중 저소득으로 진입하는 데, 또는 

지속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파생

되는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셋째,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관련 제

도 및 정책을 정리한다. 각 부처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관련 정책들을 종

합하고, 현재의 추진체계를 검토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집 또는 토지소유, 경제적 활동 등으로 탈락한 계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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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범위를 정해야 하는 개념은 저소득, 아동, 아동복지 개념이다. 위 

세 개념 모두 연구와 연구자에 따라 범위가 미세하게 달라,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

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저소득가구 개념은 <표 1-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가구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는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이하 가구로 정의한다.  

표 1-1  저소득가구 개념

연구자/지원정책 저소득가구 개념/지원 기준

김연홍(2011)
공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의미함. 여기서 빈곤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에 속하는 차상

위계층을 의미함.

김미선(2006)
저소득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절대빈곤층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를 의미함.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극빈층에 빠질 가능성이 큰 가
구를 의미함. 

김은정(2009)
저소득층을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을 포괄한 개념으로 제시함. 절대적 빈곤층은 김
미선(2006) 연구와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까지 포함한 개념을 의미함.  
복지패널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 기준  

보건복지부 저소득계층을 최저생계비 150%로 구분함.

자료: 저자가 재정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각 법률이 목표하고 있는 정책대상자에 따라 

아동을 규정짓는 연령이 다르지만, UN아동권리협약처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

한 법률이 많다. 그러나 정책대상자로서의 아동을 구분하면, 연령을 기준으로 만 

7~12세에 해당하는 자를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령기준으로는 초등학생이

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와 정책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으

므로, 정책대상자로서의 아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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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책대상으로서의 아동 구분

자료: 김미곤 외(2018). 2017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아동복지 개념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논의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아동복지 개념

연구자 아동복지 개념 

Kadushin & 
Martin(1988)

아동복지란 가족의 기능을 보충하는 것으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 특정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일컬음.

Friendlander & 
Apte(1980)

모든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지적발달에 있어서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실
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제반 활동들을 일컬음. 

Costin(1985)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아동과 가정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말함. 

Laird & 
Hartman(1985) 

아동이 만족스러운 삶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양육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Meyer(1985) 아동복지란 지속적 사회체계의 하나로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로 명명함. 

미국 Encyclopedia 
of social 

work(2003)

아동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고, 삶 속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건강한 개인
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행동이나 활동을 말함 

사회복지용어사전
아동복지란 특수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있는 공공
기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호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
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함. 

자료: 저자가 재정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아동복지는 Friendlander & Apta(1980), 한국사회복지사

전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정부, 지자체)이 아동이 성장하

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 



8 |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 계량 분석, 관계자 면

접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실태, 문제점, 정책적 논의 지점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공식 통계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이다. 공식통계자료

에서 관련 다른 자료들은 소득조사가 연속변수가 아닌 구간변수로 조사되어 저소

득층을 구별해 낼 수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일차적으로 분석하

고, 공식자료조사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저소득아동가구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

정에 있어 저소득아동가구를 무작위 추출해야 표본의 편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소득아동가구의 모집단을 기반으로 표본을 추출하려면, 학교, 교육청, 읍면동

사무소, 군청 또는 도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본인들이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여, 관련기관에 공식적인 협

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모집단을 알 수 없음과 예

산 제약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

역아동센터에 공식적 협조 요청을 하여, 지역아동센터 부모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더하여 해당 지역의 정책담당자(공무원)에게도 관련 정

책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개

요는 아래 <표 1-3>과 같다. 설문조사 지역은 아동 비율이 높은 상위 4개 지역-경

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를 선정하였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

교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설문조사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저소득아동가구의 경제

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공식통계자료를 보

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복지서비스 욕구와 정책의 중요도 및 만족

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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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부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해당 지역 공무원

설문조사 지역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시는 도시-농촌 비교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아동비율이 높은 상위 4개 지역임. 

설문지 회수
아동부모 대상 

경상남도: 113부, 경상북도: 117부, 전라남도: 108부, 
충청남도: 78부
부산광역시: 53부, 대구광역시: 54부, 광주광역시: 48부, 
대전광역시: 45부

시설장 대상 총 48부(대도시: 17부, 농촌지역: 31부)
공무원 대상 총 37부

설문조사 내용

아동부모 대상

가구 기본 사항: 가구 형태, 가구 소득,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취
업상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상황이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
사회적, 정서적 측면: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 평일과 주말 자녀 활
동, 자녀가 하고 싶은 활동, 보호자 부재와 부재 시 아동이 하는 활동, 자
녀 교육 어려운 점, 행사 참여 여부와 참여 시 어려운 점,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사
정책 관련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시설장 대상
시설의 기본적 사항: 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 아동 관련 문항
관련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중요도

공무원 대상
기본사항: 지역
관련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중요도

공식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량 분석을 하였다. 계량분석

은 세부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대로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진입, 지

속, 탈출(exit)의 요인분석을 위해 multi period logit model과 cox proportional 

model을 사용하였다. 저소득의 원인을 찾아내고, 저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주

요한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저소득아동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연결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들에게 나타나

는 특성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세 번째 분석은 아동 관련 중요 정책순위와 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적분석으로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

책담당자, 시설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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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저

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연구와 농

촌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연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후 분석한 연구로 구분된다. 

3.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전반 연구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해 상당

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환경이 이들의 학습과 사

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빈곤의 대물림과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고찰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문아람·이윤환(2018)은 우리사회에 ‘부와 빈곤의 세습’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

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영국·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러 복지

정책들이 다소간 중복성이 있고 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지적하였고, 개선책으로 

중앙부처별로 산재된 정책들의 통합시스템 구축, 인력구조 개선 그리고 교육복지

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김은주(2015)는 소득기준으로 규정되는 빈곤지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상

대적 빈곤이론에 기반해 소득과 실제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 빈곤지표

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함께 고려한 경우 소득기준

만으로 규정할 때보다 실제 아동빈곤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지표는 실제 빈곤아동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고, 농촌지역도 실제 아

동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사각지대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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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은(2012)은 복지를 “모든 아이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것”으

로 정의하며, 형평성·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아동복지 정책의 기능을 살펴보았

다. 보편적 보육에서 저소득층 아동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특히 지역적 차

이로 인한 교육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저소

득층 아동복지 정책에서 질적 저하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였다. 

조흥식(2006)은 빈곤층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로 청소

년 개개인마다 다르게 발현되는 욕구와 복지적 소외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주장

하였다. 따라서 개개인의 행동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때 재

정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분류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3.2. 농촌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연구 

특히 저소득 또는 빈곤이라는 양상이 농촌과 도시에서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

라 현재의 복지정책 기준을 부여할 때,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김은주 2015; 장경은 2012; 김미숙 2010). 따라서 도시

와 구분된 농촌지역 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김광혁(2013)은 도시와 비교해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이 높고, 농촌

의 빈곤화도 심각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농촌지역의 복지와 교육 인프라는 상

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었고, 주요 복지정책이 도시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내용과 예산이 농어촌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미숙(2010)은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농촌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아동빈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농 간 빈곤격차에도 정책에 의한 탈빈곤 효과는 농촌이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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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시와 농촌의 실태에 맞는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하였고, 특히 농촌지역 아동에게는 교육부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도·농 간 격차 등, 장기적인 관점

에서 농촌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농촌지

역 아동의 감소로, 농촌 저소득층의 복지 관련 연구와 정책은 여전히 노인에 집중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김미숙·신어진 2009; 김미현 2009). 

김미숙·신어진(2009)은 우리나라 농산어촌 연구의 대상이 노인에 치중되어 있

고, 농촌 아동 정책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음을 지적하면서, 2007년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산어촌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높은 자존감, 낮은 스트레

스, 여가 만족, 가족경제 만족, 부모 애착, 급우와의 관계 등임을 언급하며 이를 바

탕으로 한 시설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미현(2009)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위축, 경제문제, 교육 

및 대인관계 제한 등의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농촌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더욱 심

각함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한부모가

족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복지서비스의 방향을 도

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야 하고, 이때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심리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농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상당수에서 농촌의 빈곤 또는 저소득

의 실태가 도시와 다른 양상을 보임에 근거하여, 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의 필

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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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소득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저소득 아동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이 

확대·운영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

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사례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김종성(2012)은 지역아동센터가 확대·운영되고 있음에도 여러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어 예산 효율성 및 정책 효과가 저하되고, 가용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협동조합에서 전남지역 단위

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제

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연홍(2011)은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인 꿈나무교실이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성과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충남 공주시 초등학교 저소득가구 아동 30명

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꿈나무교실의 긍정적 효과성을 보여 주며, 교육복지투

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확대로 교육기회 균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은정(2009)은 저소득 아동복지를 환경결정론, 인적자본론, 생태체계론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가정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산

시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보건수준, 소득수준, 사회화수

준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성호 외(2009)에서는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주요사업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각 사

업이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학업과 발달과정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지만, 부

처 간 또는 부처 내의 사업 중복성, 인력의 전문성 부재,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지

역별, 계층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운영방식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장을진·강창현(2009)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대표적 서비스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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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능의 보강, 인력과 프로그

램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시설의 역할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교육(방과후)과 복지(지역아동센터)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복성을 완화하고 효율

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요환(2009)은 농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난 배경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갖는 합천군 지역아동센터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 사

회,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갖는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봉옥(2005)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농촌지역의 

지역아동센터가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뿐 아니라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를 감안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저소득 아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

의 연구에서는 빈곤의 대물림과 저소득으로 인한 아동기 때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

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함

에도 농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노인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의 아동복지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한 연구와 전국 단위의 저소득아동가구 분석을 보완하도록 한다. 둘

째,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특성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저소득가구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분

석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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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필요성을 논의하였

다. 논의는 법적 논의, 복지이론(정치철학)적 논의, 사회경제학적 논의를 검토하

였고, 농촌지역에서 저소득 아동 복지정책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복지 실태에 

앞서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분석하였다. 농촌지

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는 본 연구의 복지 실태 정의에 따라 경제적 측면, 사

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구 소득, 

부모님의 직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경제적 어려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주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을 조사·분석

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이 속한 사회(학교, 지역사회, 가정) 속에서 어떻

게 살아가고,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분석하였다. 정서적 측

면에서는 아동의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발달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로 만드는 데, 그리고 저소득으로부

터 벗어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다기간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으로 인해 아동에게 파생되는 영향은 무엇인지 Wilcoxon signed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부부가구가 아닌 취약

가구형태일수록, 그리고 부모(보호자)의 직업이 불안정적이거나 무급일 때 저소득

의 진입이 반복되고, 저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농촌지역 저

소득가구 아동은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낮았다. 분

석 결과에 근거하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정책은 아동에 대한 정책뿐만 아

니라 부모(보호자)에 대한 정책도 함께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취약한 가

구-모자가구, 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였다. 그

리고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심

어 주고,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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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현재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정부 

정책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현황과 정책의 분석, 그리고 제3장의 실태

분석과 제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한계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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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와 복지정책 
필요성 논의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부문에서 논의

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법적 논의, 복지이론 측면에서의 논의, 사회경제학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피고,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

복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고자 한다.  

1. 법적 논의

아동이 갖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에는 「아동복지법」이 있다. 「아동복

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

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의 차별, 행복, 이익, 권리 등에 대한 이념

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이 존재한다.3) 이때 저소득 또는 취약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국민기초

2)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3) 우리나라 아동복지 및 보육과 관련한 법에는 「영유아 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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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다.4) 이러한 관련 법률들에 근

거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건전한 환경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차별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 부모, 지역이 그 책임과 의

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이론(정치철학)적 논의

이론적으로 복지정책에는 크게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있다. 국민 모두가 복지

의 혜택을 갖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을 지킬 수 있지만 효율성의 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소득, 자산, 기타 필요항목에 바탕을 두어, 해당

하는 대상에게만 혜택이 가는 선별복지는 효율적이지만 형평성 원칙이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장경은 2012; 이영범 2004; Gustaffson & Stafford 1998). 

이와 같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원칙에 따라 이론의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장경은 2012). Okun(1975)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

지 간의 상충관계를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았는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

원에서 사회적 이익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득 재

분배 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되는 선별적 복지로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이동 필

요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김형식·홍순민(1999)은 빈곤아동이 복지정책의 사각지

대에 놓이지 않도록 형평성에 초점을 둔 정책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선별적 복지로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유

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지원법유아교육법」, 「실종아동 등의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다문화가족지

원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 보육법」 

등이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5. 8.>. 

4)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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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다고 보았다.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호보완적 시각도 있는데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 모형은 사회적 통합효과와 더불어 사회의 효율성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홍석균 외 2002; 장경은 2012). 

입장들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유아·청소년 보육 및 교육복지 정책은 무상

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면서 전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

는 보편적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에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 또는 빈곤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복지

정책에서는 소득 격차에 의한 차이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장명림 2012). 

보편적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여전히 보육료에 대

한 부담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

과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기타 경비 등에 부과되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장경은 2012). 또한 경제적 측면 외에도 고령화, 결

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등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복지정책의 

욕구와 수요가 증가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다(김동진 

외 2013; 박대식 2012). 

따라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국가의 궁극적인 방향일지라

도 여전히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복지 정책들이 농촌지역에도 효과적

으로 전달되어, 아동 복지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에 적절히 도달하는지에 대한 의

문제기가 지속되고 있어(장경은 2012; 김미현 2009; 김광혁 2013; 김동진 외 

2013),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지원과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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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학적 논의

3.1. 지역 격차(제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아동복지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양적·질적으

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

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정책과 서

비스의 질적 차이는 불가피하게 되었다(장경은 2012; 정윤미 2012; 지은구 2010).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전담 인력, 기관, 서비스의 양적 부족, 공간적 범위 대

비 낮은 인구밀도, 그리고 교통인프라의 열악으로 복지정책의 접근성 문제가 지

속되고 있다(김미현 2009; 김광혁 2013). 이에 따른 범정부적 삶의 질 대책 추진으

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

스 욕구(needs)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가

구 아동보다 세밀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2. 소득측면의 문제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빈곤의 고착화와 대물림, 빈곤의 

지역화 등의 심화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대도

시와 비교해 경제적·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 빈곤, 복지, 

교육의 소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김광혁 2013; 김동진 외 2013). 

대도시는 실업가구나 낮은 노동력에 의해 장기적 또는 반복적/순환적인 저소득

층이 많다. 반면, 농촌은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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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머물거나, 계절적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많다. 이는 

경제적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이 낮아도, 값이 싼 집과 농기계의 

보유 등으로 저소득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사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농업 

특성상 소득이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 보육 및 교육에 일정한 지

원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인터뷰 결과 2019. 2. 20.). 실례로 전북, 전남, 강원 등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비

율이 높은 편이다.5)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낮은 소득구조 문제와 농촌지역의 일자리의 특성 등이 합

쳐져 농촌지역 저소득의 문제는 대도시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3.3. 인구구조적 특성 

농촌지역에는 도시와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의 비중이 높다. 이들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와 세대 격차에 따른 가구의 해체는 저소득 문제와 결

부되어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농

촌지역에서는 주 양육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동을 실제적으로 보육하고 교육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가정은 극히 드물다. 특히 다문화 가족은 저소득 문제뿐 

아니라, 최근 다문화 여성의 적응도 향상, 취업률 증가, 가족 내에 존재하는 문화

의 상이성에서 유발되는 문제 등으로 아동 성장에 필요한 환경 제공에 취약성을 

갖게 된다. 

농촌지역 저소득 조손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가구형태의 특수성과 지역적 특

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사회적 능력 발달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필수적인 복

지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받는 것에 더 취약할 수 있다.  

5) 통계청(2019)에 따르면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지역의 수급자 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

계)은 전북(5.5%), 전남(4.5%), 강원(4.4%)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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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복지정책의 필요성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문제는 주로 대도시형 문제로 여겨지면서 큰 틀의 복지정

책은 물론 아동 복지정책도 대도시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김광혁 2013).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기

관과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여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들과 연계한 통합적인 지

원이 가능하다. 즉, 도시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통합적인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

다(김광혁 2013). 

반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도시와는 그 성격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복

지 및 교육 인프라의 양적·질적 차이로 아동들이 방임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일 가

능성이 높다. 또한 농촌지역 내의 소득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는 도시지역의 저

소득가구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하고, 농촌지역의 높은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비중은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간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

어 왔으나, 실제 농촌지역의 실태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전체 사회복지 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매우 낮고,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의 예산 비중이 크다. 즉, 지자체에서 별도의 복지정책을 마련할 여유가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한계가 있

고, 그마저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미진하고 특정 대상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농촌지역 인구구조상,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농촌지역 

아동은 농촌지역 사회 공동체를 지속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계층이다. 특히 저

소득가구에 속한 아동의 경우, 아동기의 저소득 경험은 아동의 교육환경, 정서적·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들

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제약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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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이 장에서는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전체적인 비중과 추세가 어떻게 변

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분석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살펴본다. 또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

구로 다시 분류하여 각 가구 형태별로 저소득아동가구의 전체적인 추이를 분석한

다. 전체적인 추세 분석 후에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 실태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한다.6)

1.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추세

농촌의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은 도시지역보다 높다<표 3-1>. 2006년 기

준으로 농촌지역에서 저소득가구로 분류되는 개인은 37.3%였고, 도시지역에서

는 20.5%였다. 즉,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저소득가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가구 개인 비중 격차는 2006년과 

2017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13.1%p로 나타나, 저소득층 분포에 있어 지역적 편차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제1장의 연구범위에서 설정한 아동복지 개념에 따라,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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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지역별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 
단위: 천 명, %, %p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촌 1,406 1,369 1,367 1,328 1,252 1,277 1,166 1,174 1,162 1,117 1,136 1,071

% 37.3 32.9 32.3 30.9 28.1 28.1 27.6 27.8 29.1 26.9 26.5 24.4

도시 8,880 7,484 7,921 7,662 7,393 7,227 6,876 7,087 6,989 6,755 6,540 6,926

% 20.5 16.9 17.9 17.2 16.5 16.1 15.1 15.5 15.1 14.6 14.1 14.8

격차
(%p)

16.8 16.0 14.4 13.8 11.6 12.0 12.5 12.3 14.0 12.3 12.4 9.6

주: 모든 값은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복지패널 1차웨이브~12차웨이브 원자료 분석.

그림 3-1 연도별·지역별 저소득가구에 속한 개인 비중 추정 추세

주 1) 세로축은 %를, 가로축은 연도를 의미함. 

    2) 모든 값의 결과는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를 바탕으로 도출됨.

자료: 복지패널 1차웨이브~12웨이브 원자료 분석.

위의 결과를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아동7)이 있는 가구로 좁히면, 농촌지역 저소

득아동가구 비중은 농촌지역 전체 아동가구 대비 18.1%에서 24.7%이다<표 3-2>. 

즉, 농촌지역의 아동 10가구 중, 약 2가구에서 3가구는 저소득가구라는 것을 의미

한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로의 신규 진입(enter), 

7) 연구 범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에서 아동은 만 7~12세까지의 아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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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exit), 지속을 살펴보면, 해당 저소득가구가 다음 해에도 저소득 상태로 머무

는 비율은 최소 53%에서 최대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저

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지속적으로 가

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상태는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표 3-2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동태적 변화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소득가구 94 103 95 86 76 96 98

% 21.3 24.7 22.7 21.2 18.1 23.7 24.2
신규진입가구 50 33 10 15 41 21

이탈가구 41 41 19 25 21 19
저소득지속가구 53 62 76 61 55 77
응답전체가구 440 417 419 404 421 404 404

주 1)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2) 농촌전체가구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가구의 패널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구성을 가구 형태로 세분화하면 <표 3-3>과 같다. 농

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가구 형태 중 대다수는 부모가 있는 일반가구 형태이

다. 2010년 기준으로, 일반가구는 응답된 전체 저소득가구 중 78.9%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저소득아동가구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 아동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가구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 아동가구 비율은 

2010년에 21.1%에서 2016년에 23.5%로 상승하였다. 이 중 특히, 다문화 저소득

아동가구 비율은 2010년 6.3%에서 11.6%(2013년)까지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로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0년부

터 2016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9.4%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비율을 뒤이었다. 조손

가정 비중은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평균적으로 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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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형태(연도별 표본집단)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부모 11 6 9 10 9 6 9

% 11.7 5.8 9.5 11.6 11.8 6.3 9.2
조손 3 2 4 2 3 3 5
% 3.1 1.9 4.2 2.3 3.9 3.1 5.1

다문화 6 8 10 10 8 10 9
% 6.3 7.8 10.5 11.6 10.5 10.4 9.2

전체응답가구 94 103 95 86 76 96 98

주 1)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2) 농촌전체가구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3)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가구의 패널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구,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의 공통적 특성에 각 

가구의 특징이 결합되어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같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형태별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관련 지원 정책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가구를 포함한 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실제적으

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2.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 

저소득아동가구 복지 실태는 연구범위에서 정의한 아동복지 개념에 따라 경제

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1. 경제적 측면 실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은 성인과 달리,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또는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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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가구 아동복지 실태

는 가구의 경제적 환경에 종속되므로 이를 분석하고, 관련 복지서비스 수혜와 필

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의 경우, 2010년 1,559천 원에서 2015년 2,213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한부모가구는 동일한 기간에 756천 원에서 1,262천 원으로 증가하였

다. 조손가정은 436천 원에서 1,305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은 2012년 

기준으로 1,432천 원으로, 같은 기간 조손가정과 한부모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았으나, 부부가구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

가정을 제외하고 부부가구와 한부모 저소득가구의 소득 표준편차도 함께 증가하

고 있어, 같은 집단 내에서의 소득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에 따라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가구원 수와 비교할 때 각 가구

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2015년에 2,213천 원으로 소득

이 증가하였지만, 평균적으로 5인 구성원의 주거, 식비, 의료비, 교육비 지출로 충

분하지 않다. 같은 기간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이 아닌 가구의 5인 구성원의 평균 

가구소득은 5,321천 원 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저소득아동가구의 소득이 충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4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형태별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
단위: 원,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부
평균가구소득 1,559,274 1,790,476 1,873,188 1,880,952 1,901,361 2,213,333 
소득표준편차  470,399  505,181 517,584 543,517 607,551 587,539
평균가구원 수  4.4 4.6  4.6 4.6  4.9 4.6

한부모
평균가구소득 756,818 1,069,444 1,092,593 1,350,833 1,143,519 1,262,778
소득표준편차  344,940  326,669 261,686 379,214 435,566 721,943
평균가구원 수  2.9 2.8  2.8  3 2.7  3.1

조손
평균가구소득  436,111  666,666  750,000  916,666 1,194,444 1,305,556
소득표준편차  387,865  235,702  215,165 117,851 173,472 336,787
평균가구원 수 3  3 3  3  3 3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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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농촌지역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소득(2012년)
단위: 원

구분 월평균 소득 중위 소득 표준편차 최대값
읍면 1,432,038 1,500,000 516,999.3 3,000,000

중도시 1,426,702 1,500,000 488,255.3 3,000,000
대도시 1,416,774 1,500,000 523,235.4 2,500,000

자료: 통계청(2012).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 원자료 분석. 

부모의 직업은 현재의 가구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향후 미래의 소

득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한 직업의 고용 안정성도 안정적 소득

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저소득을 결정짓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부모의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업군이 기계 조립 및 기능 종사자, 서비스업, 농림어업, 단순노무에 분포하고 있

다. 부의 직업은 각 직업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특정 직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

은 반면,  모의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29.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단

순노무 종사자가 16.7%로 나타났다. 

표 3-6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부모 직업
단위: %, 명

부 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서비스 종사자 14.3 서비스 종사자  29.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4.3 단순노무종사자 1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사무종사자 12.9

단순노무자 1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
총합(명) 84 총합(명) 54

주: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직업만 표시함. 

자료: 통계청(2011~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다문화 저소득가구의 경우, 부모의 직업은 일반가구 부모의 직업과 차이가 나

타난다. 다문화 저소득가구에서 부의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50.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11.2%를 차지한다. 모의 직

업은 직업 외 분류(주부 등)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으로는 농림어

업 종사자 18.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7.4%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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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달리 다문화 저소득가구의 부모는 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아동과 부모는 경제적 취

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농림어업 특성상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소득이 발생함에도 농림어업에 필요한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저소득 지원 대

상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3-7 농촌지역 저소득 다문화가정 부모 직업
단위: 명, %

항목
읍면

부 모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관리자 4 1.6 4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2.8 46 17.4 

사무 종사자 5 2.0 3 1.1 
서비스 종사자 0 0 11 4.2 
판매 종사자 3 1.2 3 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7 50.6 48 1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 8.8 11 4.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 6.8 7 2.6 
단순 노무 종사자 28 11.2 29 10.9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1 0.4 93 35.1 
군인 18 7.2 0 0

직업구분 불가 19 7.6 10 3.8 
총합(명) 251 100.0 265 100.0 

자료: 통계청(2012). 다문화아동청소년 패널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가정 내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교육 시, 교육비 지출이 어렵다는 것과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

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 대부분

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장 기초적 생활 요소인 좋은 주거환경 제공과 식비 지출을 하

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 

이를 가구 형태와 지역에 따라 비교하면, 면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

호자)는 교육비 지출이 어렵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그다음으로 나타

나는 어려운 점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와 한부모/조손가

정은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



34 |

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외식을 포함한 식비 지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읍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어려운 점이 다르게 나타

났다. 일반가구와 다문화가정의 경우 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

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

분히 지원하는 것과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식비 지출 어려움(외식 등을 잘 못함) 17.4 13.6 22.2 18.8 30.4 17.6 

교육비 지출 어려움(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못함) 43.5 40.9 37.0 12.5 34.8 38.2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6.5 20.5 7.4 31.3 8.7 11.8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 32.6 25.0 33.3 37.5 26.1 32.4 
총합(명) 46 44 27 16 23 34

주: 일반가구(부부+자녀/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및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서 어

려운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제약)에 대해 각 가구

가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

해서 대표적으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정책으로 각각

의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한다. 저

소득아동가구 중, 한부모가구와 조손가정일수록 급여를 받는 비중이 높았다. 응

답자 수가 적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부모가구의 경우 응답자의 33.3%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은 생계급여는 응답자의 50%, 의료와 주거급여는 62.5%, 교육급여는 

37.5%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급여를 받는 가구는 

16.2%였다. 저소득가구임에도 급여지급기준에서 벗어난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조손가정의 경우는 급여지급대상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달리 말

하면,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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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저소득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2017년)
단위: 명, %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 조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생계급여 7 18.9 3 33.3 4 50.0
의료급여 7 18.9 3 33.3 5 62.5
주거급여 7 18.9 3 33.3 5 62.5
교육급여 6 16.2 3 33.3 3 37.5
총합(명) 37 9 8

주: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중, 각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정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저소득아동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움을 주는 주체는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부모, 친척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도움을 주는 주체는 시민·사

회·종교단체, 복지관, 읍면동사무소로 나타났다. 저소득아동가구는 민간·공공기

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상당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간·공공기관

을 통한 자원 연계, 경제적 지원 연계 등이 수급기준에서 탈락한 가구들에게는 경

제적 도움을 받는 중요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표 3-10 저소득아동가구의 주요 경제적 지원 기관(사람)
단위: %, 명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형제자매 34.0 60.6 32.8 28.6 41.7 40.0 

친척 7.5 5.2 11.5 8.6 10.4 0.0 
친구 0.6 0.6 1.6 2.9 2.1 0.0 
이웃 1.9 0.0 1.6 2.9 2.1 2.2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원 2.5 2.6 0.0 11.4 4.2 13.3 
복지관 사회복지사 6.3 0.6 11.5 8.6 2.1 6.7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5.7 0.6 9.8 5.7 12.5 17.8 

모름/무응답 41.5 29.7 31.1 31.4 25.0 20.0 

총합(명) 159 155 48 35 61 45

주: 일반가구(부부+자녀/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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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학교 적응 측정 항목

항목 내용

학습
활동

학습활동1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습활동2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학습활동3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학습활동4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학습활동5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한다

학교
규칙

학교규칙1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학교규칙2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규칙3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학교규칙4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학교규칙5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교우
관계

교우관계1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우관계2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교우관계3 친구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교우관계4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교우관계5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2.2. 사회적 측면 복지 실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적 측면의 복지 실태는 아동의 생활환경과 생

활환경에서 아동의 활동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방과 후 생

활 실태와 관련되어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2.2.1. 학교생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생활은 농촌지역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서 어

떠한지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습습관 측면에서 분석한다. 학교 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분해서 측정하고, 학습습관은 성취가치, 숙달

목적지향성, 행동통제로 구분해서 측정하였다. 학교 적응 측정 항목은 <표 3-11>

과 같다. 각 항목에 대해 서술된 내용에 대해 아동이 1(매우 그렇다)부터 4(전혀 그

렇지 않다)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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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내용

교사
관계

교사관계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교사관계2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교사관계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교사관계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교사관계5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 통계청.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파일설계서. 저자 재정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학습활동항목 조사 결과, 학교 수업이 재미있

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저소득가구 아동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학습활동에

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태도가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규칙 준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저소득가구 아동이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규칙을 준수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평균 점수

가 높아,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 규칙 준수 정도가 나쁘게 나타났으나, 초

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비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가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저학년일 때는 비저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아동 중 어느 한 집단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었으나,  고학년이 되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교우관계 긍

정도가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교사와 관계가 상대적으

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학년이 되면서 저소득가구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

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활동 태도는 시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비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낮게 나타난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등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교

우관계, 교사관계 항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소득가구 아동의 적응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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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 비교

항목
초4 초6

저소득 비저소득 저소득 비저소득

학습
활동

학습활동1 1.38 1.39 1.92 2.00

학습활동2 1.81 1.61 1.94 1.90

학습활동3 1.94 1.72 2.04 2.00

학습활동4 2.28 2.25 1.88 1.84

학습활동5 3.39 3.32 2.77 2.74

학교
규칙

학교규칙1 1.65 1.54 1.67 1.69

학교규칙2 1.74 1.69 2.14 2.18

학교규칙3 1.40 1.33 1.73 1.80

학교규칙4 1.49 1.32 1.59 1.64

학교규칙5 1.30 1.32 1.66 1.72

교우
관계

교우관계1 1.69 1.62 1.63 1.56

교우관계2 1.71 1.70 2.02 1.90

교우관계3 1.69 1.63 1.66 1.59

교우관계4 3.45 3.48 3.21 3.10

교우관계5 2.17 2.00 1.78 1.87

교사
관계

교사관계1 1.52 1.54 1.63 1.69

교사관계2 1.59 1.43 1.98 2.04

교사관계3 1.30 1.24 1.88 1.93

교사관계4 1.50 1.36 1.64 1.72

교사관계5 1.44 1.19 2.01 2.15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학습습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성취가치, 숙달목적 지향성, 행동통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서술 내용은 <표 3-13>과 같고, 학교 적응 

항목과 마찬가지로 1(매우 그렇다)부터 4(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측정되었다.

표 3-13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학습습관 측정 내용

항목 내용

성취가치

성취1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취2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취3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취4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성취5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성취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성취7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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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숙달목적 
지향성

숙달1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숙달2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통제 

행동1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한다
행동2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행동3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행동4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행동5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한다

(계속)

자료: 통계청.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파일설계서. 저자 재정리.

초등학교 4학년일 때는 비저소득가구 아동의 성취가치가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높았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저소득가구 아동이 느끼는 성취가치가 상

대적으로 높아졌다. 숙달목적지향성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저소득가구 아동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초등학교 6

학년이 되면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저학년일 때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행동통제 능력이 전반적으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낮았다. 공부에 집중하여 계획한 대로 끝까지 마치는 것에 저소득가구 

아동은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느꼈으나, 고학년이 되면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

다 행동통제 능력이 보다 긍정적이었다. 

농촌지역의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습관은 저학년일 때는 비저소득가구 아동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집단인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저소득가구 아동과 비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생활을 비교하면, 

학습활동 태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습활동 태도를 제외하고 다른 항

목들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생활이 보다 긍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활동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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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습관 비교

항목
초4 초6

저소득 비저소득 저소득 비저소득

학습습관

성취가치 1 1.80 1.72 1.84 1.89

성취가치 2 1.74 1.61 1.72 1.77

성취가치 3 1.72 1.66 1.69 1.69

성취가치 4 1.75 1.72 1.68 1.79

성취가치 5 1.71 1.73 1.74 1.80

성취가치 6 1.68 1.71 1.77 1.86

성취가치 7 1.74 1.61 1.69 1.72

숙달
목적 지향성

숙달지향성 1 2.13 2.16 2.10 2.23

숙달지향성 2 1.92 1.82 1.86 1.91

행동통제 

행동1 2.17 2.04 2.14 2.26

행동2 2.21 2.12 2.13 2.29

행동3 2.26 2.13 2.18 2.28

행동4 2.66 2.84 2.56 2.53

행동5 2.58 2.79 2.61 2.58

주: 행동 4와 5는 부정적 항목.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통학 방법은 걸어서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농촌지역 아동은 걸어서 다니

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가구 아동의 82.8%가 걸

어서 통학한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걸어서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 다음

으로 가족 또는 이웃의 차로 통학하는 비율이 28.0%,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비율

이 22.6%였지만, 이를 합하면 50.6%로,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리를 통학하는 아

동 수가 더 많았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도시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까지의 접근성에

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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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저소득가구 아동의 통학 수단과 이동시간(도시지역, 농촌지역)
단위: %, 명, 분

구분
해당 비율 평균 이동시간(편도)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대중교통 버스 8.1 4.2 17.5 17.6 

택시 0.0 1.0 　- 10.8 
자가용(가족 또는 이웃) 6.1 28.0 12.3  9.4 

학교통학버스 1.0 22.6 20.0  15.8 
걸어서 82.8 42.8 10.9  10.0 
기타 2.0 1.5 13.3  12.0 
총합 198 403 198 403

자료: 설문조사 결과.

2.2.2. 방과 후 및 주말 생활

아동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하는 활동과 주말에 어떻게 지내는지 설문조

사 분석하였다. 아동의 학교 내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방과 후 아동의 생활을 조

사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알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은 당연한 결과로 방

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지역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중이 면지역보다 높

게 나타나, 읍지역으로 갈수록 지역 내에 있는 복지시설 이용 비중이 높았다. 그다

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읍지역과 면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면지역의 

경우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학교 내 방과 후 수업 참여 비중이 높았으나(41.7~ 

46.3%), 읍지역 일반가구의 경우, 학원 가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27.7%). 읍지

역의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은 면지역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 방과 후 수

업 이용 비율이 각각 22.2%와 22.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면지역의 경우, 읍지역에 비해 학원시설공급량 자체가 낮고, 접근성 또한 떨어지

기 때문에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읍지역 내에서의 가

구형태에 따른 방과 후 주요 활동 차이는 가구 형태의 특성과 경제적 환경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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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방과 후 활동을 보내는 것이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일정부분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6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방과 후 주요 활동(평일)
단위: %, 명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집으로 바로 귀가 2.5 3.2 2.1 2.2 1.6 0.0 

학교 내 방과 후 수업 참여 46.3 20.6 41.7 22.2 45.9 22.9 
학원가기 8.0 27.7 10.4 17.8 0.0 17.1 

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43.2 47.7 45.8 57.8 52.5 57.1 
기타 0.0 0.6 0.0 0.0 0.0 2.9 

총합(명) 162 155 48 45 61 35

주: 일반가구(부부+자녀/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

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방과 후 활동 중, 사교육을 포함한 방과 후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받는 이유와 받

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자녀에게 방과 후 교육을 받게 하는 이유는,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서(30.3%),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24.2%) 받게 한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반대로, 방과 후 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1.7%였는데, 

대다수의 이유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38.5%)과 자녀가 원하

지 않아서(26.9%)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라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7 저소득가구 아동의 방과 후 교육(사교육 포함) 경험 유무와 이유
단위: %

방과 후 경험 유무 이유 비중(%)

있다
(86명/8.3%)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15.2 
대부분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받으므로 9.1 

선행학습을 위해 10.6 
학교 수업 보충 차원으로 24.2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해 30.3 

취미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 6.1 
방과 후 ‘이 학생’을 돌봐 줄 사람이 마땅치 않음  0

기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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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경험 유무 이유 비중(%)

없다 
(92명/51.7%)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23.1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38.5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3.9 
마땅한 과외 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3.9 

방과 후 교육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0
방과 후 교육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0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26.9 
기타 3.9 

주: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분석. 

그러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의 경우, 앞의 통계조사와 

달리, 방과 후 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낀다(36.0%)는 응

답과 가까운 곳에 없어서(13.3%)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과의 거

리, 접근성이 한부모가구에게는 방과 후 교육을 보내지 못하는 제약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표 3-18 비수도권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역아동

센터를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비수도권 빈도 비중 비수도권 빈도 비중
시설/기관 이용 필요성 못 느낌 27 36.0 대기자가 많아서 1 1.3

비용 부담 5 6.7 주변에서 아는 것이  싫어서 3 4.0
시설/기관을 모름 4 5.3 제대로 된 교육 프로  그램이 없어서 7 9.3

원하는 시간 이용 어려움 6 8.0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  주지 않아서 3 4.0
가까운 곳에 없어서 10 13.3 기타 9 12.0

총합(명) 75 100.

자료: 통계청.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그렇다면 향후 자녀의 방과 후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면지역

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29.8%로 가장 높았으나, 읍지역의 경우 학원(학습 관련)을 이용하고 싶다는 비중

이 3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체육관(태권도 등)에 보내고 싶다는 비중이 

21.6%로 높았다. 앞의 <표 3-16>의 결과에서 보면, 읍지역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학원 가는 비중이 면지역보다 높았음에도 학원 또는 체육관에 보내고 싶다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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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또래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저소득 체감과 연관되었을 가능

성이 많다(여유진 외 2017). 아동이 속한 또래집단의 아동들이 학원에 다니는 비

율이 높을수록, 저소득으로 인해 학원을 함께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은 상대적 저

소득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보호자)도 또래아동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어 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면지역의 

경우,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 다음으로 학원(학습 관련)(23.6%), 체육관(태권

도 등)(21.6%)에 보내고 싶어 하였다. 

표 3-19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이 받고 싶은 학원 또는 개인(집단)지도(중복)
단위: %, 명

구분 면 읍 구분 면 읍
학습지 구독 9.8 10.4 지역사회복지관 0.3 1.3

학원(학습 관련) 23.6 31.3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 29.8 20.4
체육관 21.6 28.2 학교의 방과 후 학교 8.5 3.7

가정교사 과외 6.0 4.7 기타 0.5 0.0
읍지역 총 응답자 수: 399명 면지역 총 응답자 수: 383명 

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중복 응답 수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방과 후 활동 이용 기관까지 이동할 때 농촌지역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

단은 가족 또는 이웃의 차로 나타났다(49%). 그다음으로는 걸어서 가는 비중이 높

게 나타났지만(32.3%), 도시지역 아동의 75.6%가 걸어서 간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각 이동수단별로 평균이동시간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

의 결과와 종합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학교통학뿐만 아니라 방과 후 

기관까지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방과 후 이용 기관까지 이동수단과 이동시간
단위: %, 분

구분
이동수단 평균이동시간(편도)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대중교통 버스 5.6 1.2 15.5 16.3

택시 0.0 0.0 

자가용(가족 또는 이웃) 13.2 49.0 13.3 10.7

학원통학버스 3.6 16.2 8.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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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동수단 평균이동시간(편도)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도시지역(동) 농촌지역(읍면)

걸어서 75.6 32.3 9.6 9.2

기타 2.0 1.2 13.8 8.8

총합 197 402 12.5

자료: 설문조사 결과.

아동이 학교와 방과 후 활동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주중과 주말에 부

모(보호자)의 부재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저

소득아동가구에서 부모(보호자)의 부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평일에 부모(보호자) 부재가 1~2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에서 17.6%였

고,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도 마찬가지로 부모(보호자) 부

재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토, 일 중 하루인 비율이 8.6%에서 18.2%였고, 부재 시

간은 하루 평균 5시간 정도였다.  

가구형태와 지역에 따라 이를 다시 구분하면, 평일 부모(보호자)의 부재와 관련

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읍지역에서 1~2일 부재 비율이 17.6%로 가장 높았으나, 3

일 이상 부재 비율은 면지역이 8.3%로 읍지역의 3.9%에 비해 높았다. 한부모/조

손가정은 읍지역에서 부모(보호자)의 부재가 있는 비율이 면지역에 비해 17.6%p

높았다. 다문화가정은 면지역에서 부모(보호자)의 부재가 1일 이상 있는 비율이 

읍 지역보다 13.8%p 높았고, 평균 부재시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의 경우에는 한부모/조손가정을 제외하고 면지역에서의 부모(보호자)의 

부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주말에도 부모(보호자) 부재 비

율의 읍면 간 차이가 11.6%p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다.  

종합하면 한부모/조손가정을 제외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부모(보

호자)의 부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지역에 거주하는 다

문화가정일수록 부모(보호자) 부재가 더 크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면지역은 부

모(보호자)의 부재와 함께, 읍지역 또는 도시지역과 달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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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교육 관련 시설 공급량 부족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즉, 관련 시설을 이

용할 때 접근성 제약이 있어, 면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모(보호자) 부재 

시 아동이 갈 곳이 한정적이거나 갈 곳 자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3-21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보호자 부재가 있는 일수와 혼자 있는 1일 평균 시간(평일)

단위: %, 명, 시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5일 5.1 

2.8

5.9 

2.8

6.5 

2.8

12.5 

3.2

1.8 

3.2

3.1 

4.2
3일 이상 8.3 3.9 6.5 12.5 8.8 3.1 

1~2일 15.3 17.6 4.3 10.0 15.8 6.3 

없음 71.3 72.5 82.6 65.0 73.7 87.5 

총합(명) 157 153 46 40 57 32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3-22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보호자 부재가 있는 일수와 혼자 있는 1일 평균 시간(주말)

단위: %, 명, 시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면 
평균
시간

읍
평균
시간

토일 모두 5.7 
6.5

5.4 
4.3

4.4 
5.2

18.2 
6.2

6.9 
7.8

0.0 
2.61일 14.6 13.4 17.8 18.2 13.8 8.6 

없음 79.7 81.2 77.8 63.6 79.3 91.4 
총합(명) 158 149 45 44 58 35

자료: 설문조사 결과.

부모(보호자) 없이 형제자매만 또는 혼자만 있는 시간에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조사하였다. 평일에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부모(보호

자)가 없으면 주로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시청하는 비

율이 높았다. 면지역의 경우, 집에 아동 또는 형제들만 있을 때, TV를 보는 비율은 

32.1%,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시청하는 비율이 32.1%로 대다수를 차

지하였다. 읍지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항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TV 시청 비

중이 54.2%, 그리고 휴대폰으로 게임, 영화 시청이 32.3%였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 영화를 시청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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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에서 72.7~83.7%로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

거나 영화 시청을 적정수준에서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스마트폰

의 과몰입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때의 인터

넷 과몰입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아동기 때 

문제가 관찰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일수록 부모

(보호자)의 부재와 부재시간 동안 인터넷, 컴퓨터 게임, 영화로 시간을 보낼 가능

성이 높고, 인터넷 과몰입 위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 부모(보호자) 부재 시, 건

강한 방법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3-23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보호자 부재 시 아동 활동
단위: %, 명

항목
평일(%) 주말(%)

면 읍 면 읍
TV 시청 32.1 54.2 34.1 48.8 

컴퓨터(게임, 영화) 17.0 10.2 9.1 7.0 
휴대폰(게임, 영화) 32.1 32.2 38.6 34.9 

친구 또는 형제들과 놀기 15.1 3.4 11.4 9.3 
잠자기 0.0 0.0 0.0 0.0 
공부 3.8 0.0 4.5 0.0 
기타 0.0 0.0 2.3 0.0 

총 응답자 수 53 59 44 43

자료: 설문조사 결과.

2.2.3. 자녀 교육의 어려운 점과 필요한 서비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교육비 부담(20.8~58.4%)과 지역 내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의 공급량 자

체의 부족(3.2~32.9%)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다는 것(6.9~29.0%), 자녀의 진로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7~29%)과 학교 및 학원까지의 접근성 문제(1.3~16.7%)를 손꼽았다. 

그러나 가구형태와 지역에 따라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에 차이가 났다. 우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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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7.6~32.9%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읍지역 거주 가구 응답 비중이 3.2%에서 6.0%에 지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학원 시설에 있어, 읍지역과 면지역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지역 내 학원 이용 자체가 공급측면

에서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앞서 분석한 

부모(보호자)의 부재와 연결 짓는다면, 도시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모

(보호자) 부재 시 아동이 학원에 가는 것과 달리, 면지역 거주 저소득가구 아동은 

지역 내에서 갈 수 있는 학원이 부족한 형편으로,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 학원비용 부담 문제를 갖기도 전에, 시설 자체를 처음부터 이용할 수 없

는 처지에 놓일 확률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읍지역에서는 아동양육에 어려운 점은 학원 시설 부족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상

황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다음으로는 자녀 양육과 자녀의 진로 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

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지역과 달리, 교육 관련 정보와 충분한 교육

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어렵게 생각하였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면지역에서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

는 지역 내 관련 교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읍지역에서는 

지역 내 관련 교육시설 부족 문제보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접근 및 교류, 사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   

가구형태별로 응답에 있어 차이를 분석하면, 일반가구와 한부모/조손가정 응답

은 앞서 분석한 지역별 응답과 동일하였다. 즉, 면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와 한부모/

조손가정은 지역 내 필요한 학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32.9%와 31.3%로 가

장 높았으나, 읍지역 거주 가구는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항목에 일반가구의 

58.4%, 한부모/조손가정의 5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차이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은 지역과 상관없이 사교육비 부담이 가

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면지역), 38.7%(읍지역)였다. 사교육비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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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읍지역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이 

29.0%였고, 면지역 다문화가정은 지역 내 학원이 부족하다고 응답이 27.6%였다. 

그리고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

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의 응답비율보다 높아, 가구 형태별로 양육 정보 접

근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를 보낼 지역 내 학원이 부족하고, 학원이 있어도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어려

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읍지역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보 접근에서의 어려

움과 사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졌다. 그리고 저소득아동가구 내에서도 한

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웠

다. 지리적 위치와 가구 형태에 따라 저소득아동가구 내에서도 취약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24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단위: %, 명

항목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방과 후 학습 활동 비용 부담이 크다 3.8 9.4 0.0 12.2 5.2 9.7 
학교 준비물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 0.6 0.0 4.2 4.9 3.4 3.2 

사교육비(학습지, 학원비 등) 부담이 크다 25.9 58.4 20.8 51.2 29.3 38.7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이 지역 내 부족하다(또는 없다) 32.9 6.0 31.3 4.9 27.6 3.2 

근처에 학원은 있지만, 좋은 시설과 선생님을 갖춘 학원은 멀리 있다 8.2 4.0 8.3 0.0 3.4 0.0 
학교 및 학원까지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 11.4 1.3 16.7 4.9 15.5 3.2 

지역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7.0 8.7 10.4 19.5 6.9 29.0 
자녀의 진로 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10.1 12.1 8.3 2.4 8.6 12.9 

합계(명) 158 149 48 41 58 31

주: 일반가구(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

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면,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부모(보호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면지역은 가구 형

태에 따라 25.5%에서 38.8%였고, 읍지역은 36.4%에서 61.3%로 나타났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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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저소득가구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사교육 기

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다음으로 면지역의 

부모(보호자)는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교육에서 학습 부진에 대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읍지역 부모(보호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다음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는데, 부부가 중심이 된 일반가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충

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의 결과와 일치하여, 지역적 

차이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면지역은 아동양육에 있어 학원과 같은 시설의 공급량 부족과 접근성 제한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학습 부진에 대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 확대로 응답하여, 자녀 양육 어려움

의 결과와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부모(보호자)는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운 점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사교육

비 부담을 꼽았는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대칭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3-25 자녀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항목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38.8 61.3 25.5 50.0 29.5 36.4 
방과 후학습 비용 보조 8.8 1.3 10.6 6.8 18.0 0.0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이 협력조직 구성 3.8 4.0 14.9 2.3 6.6 9.1 
학교통학버스 및 학원통학버스 확대 8.1 2.0 4.3 4.5 6.6 6.1 

진로 선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상담 확대 11.9 8.0 6.4 4.5 8.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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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학습 부진에 대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 확대 12.5 6.7 21.3 9.1 18.0 9.1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6.9 6.7 10.6 18.2 9.8 21.2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사(자원봉사, 박물관 견학 등) 확대  9.4 9.3 4.3 4.5 3.3 9.1 
기타 0.0 0.7 2.1 0.0 0.0 0.0 

합계(명) 160 150 47 44 61 33

주: 일반가구(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2.3. 정서적 측면 실태 

2.3.1. 사회정서발달 

사회정서발달은 크게 정서문제, 자아인식으로 조사되었다. 정서문제는 주의집

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

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정서문제 측정 항목

항목 내용

주의
집중

주의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2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주의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주의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주의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주의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공격성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공격성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공격성3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공격성4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공격성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공격성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사회적
위축

위축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위축2 부끄럼을 많이 탄다
위축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위축4 수줍어한다

위축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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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자아
존중감

존중감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존중감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존중감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존중감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존중감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자아
탄력성

탄력성1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탄력성2 나는 평소에 잘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탄력성3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탄력성4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탄력성5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탄력성6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탄력성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탄력성8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탄력성9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탄력성10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탄력성11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탄력성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탄력성13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계속)

자료: 통계청.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파일설계서. 저자 재정리.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소득 아동의 주의집중력이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6학년이 되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주의집중력이 비저소득

가구 아동 주의집중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비저소득가구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

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격성을 비교할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도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 간, 항목별로 차이가 났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적으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지만, 항목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아동은 고학년이 되면,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본인 스스로 소용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과 본인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것이 없다고 느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적으로 농촌지역 저

소득가구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은 전반적으로 비저소

득가구 아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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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의 일부 

항목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27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항목
초4 초6

저소득 비저소득 저소득 비저소득

주의
집중

주의1 3.12 3.05 2.91 3.02
주의2 3.15 2.89 2.74 2.72
주의3 2.92 2.89 2.63 2.70
주의4 3.05 3.04 2.63 2.75
주의5 3.07 3.04 2.81 2.88
주의6 3.08 3.19 2.98 2.97
주의7 3.22 3.25 3.07 3.22

공격성

공격성1 3.10 3.02 3.00 3.01
공격성2 3.14 3.19 3.02 3.01
공격성3 3.33 3.26 3.02 3.12
공격성4 3.16 3.12 3.04 3.13
공격성5 3.33 3.23 3.24 3.17
공격성6 3.59 3.53 3.34 3.30

사회적
위축

위축1 3.10 3.03 2.99 3.00
위축2 2.83 2.85 2.72 2.75
위축3 3.08 3.04 3.00 3.03
위축4 3.05 3.09 2.85 2.93
위축5 2.92 3.02 2.85 2.80

자아
존중감

존중감1 1.35 1.41 1.63 1.75
존중감2 3.25 3.19 3.30 3.32
존중감3 1.68 1.75 1.89 1.98
존중감4 1.76 1.80 1.75 1.82
존중감5 3.24 3.16 3.05 3.18

자아
탄력성

탄력성1 1.92 2.09 1.90 1.86
탄력성2 1.71 1.88 1.78 1.88
탄력성3 1.99 2.10 1.78 1.82
탄력성4 1.97 2.12 2.05 2.03
탄력성5 1.83 1.97 1.77 1.82
탄력성6 2.29 2.47 2.29 2.39
탄력성7 2.09 2.09 1.99 2.03
탄력성8 2.21 2.23 2.03 2.17
탄력성9 1.91 1.87 1.88 1.98
탄력성10 2.12 2.03 2.05 2.07
탄력성11 2.23 2.14 2.01 2.04

탄력성12 2.02 2.09 1.99 1.99

탄력성13 1.94 1.89 1.66 1.74

주: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모두, 자아존중감 2, 5는 부정적 문항.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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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나 가족구성원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도

움을 주는 기관(사람)은 전반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지역별, 가구형

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정서적 지원을 받

았다. 면지역에서는 22.5%, 읍지역에서는 35.5%의 응답자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친구 비율이 11.9%(면지역)와 13.5%(읍지역)였고, 시

민·사회단체·종교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비중은 7.5%(면지역), 12.9%(읍지역)였다. 

그러나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친구,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읍지역 거주가

구일수록 그 비율은 높았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정은 시민, 사회단

체, 종교단체 직원과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

중이 각각 26.7%, 2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지역의 경우, 이

러한 단체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2.5%와 2.1%에 지나지 

않고, 많은 응답자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나, 읍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친구와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42.9%였다. 또

한,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중이 1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가족을 제외한 정서적 지원 주체로는 읍지역에 거주하는 가

구일수록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비

율이 높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읍지역의 경우, 복지관 등의 분포가 

면지역보다 높아, 보다 용이하게 복지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

지 공무원에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그리고 읍지역의 한부모/조

손, 다문화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면지역 내에서 취약한 저소득아동가구에

게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중요한 도움 기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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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아동의 정서적 지원은 부모(보호자)와 가족들로부터 일차적으로 

받게 된다. 즉,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일차적인 형태로 아동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각 가구가 필요할 때 어떤 경로로 정서적 지원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가구가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전달체계와 지원내용을 만들어 나

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3-28 저소득아동가구의 정서적 도움 주는 기관(사람)

단위: 명, %

구분
일반 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형제자매 22.5 35.5 27.1 11.1 23.0 2.9 

친척 5.6 4.5 10.4 4.4 9.8 0.0 
친구 11.9 13.5 12.5 13.3 4.9 22.9 
이웃 3.8 5.2 4.2 4.4 0.0 5.7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원 7.5 12.9 12.5 26.7 9.8 20.0 
복지관 사회복지사 5.6 4.5 2.1 22.2 8.2 14.3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2.5 0.6 8.3 0.0 9.8 5.7 

모름/무응답 40.6 23.2 22.9 17.8 34.4 28.6 

총합(명) 160 155 48 45 61 35

주: 일반가구(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정서적 함양은 가정 내의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받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체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체험 활동은 아동의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정서·심리 발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표 3-29>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체험 활동 경험 비율을 나타낸다. 

초등학생 때 체험 활동 중 비율이 높은 상위 항목은 직업체험 활동(59.7%), 봉사활

동(49.4%), 건강/보건 활동(43.3%)이었다. 체험 활동 경험이 낮은 활동은 교류 활

동, 환경보존 활동, 자기 계발 활동 등이었다. 직업체험 활동과 봉사활동 경험이 대

략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여전히 체험 활동에 참

여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아동이 반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과 일부 체험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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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비중이 낮다는 측면에서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리고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표 3-29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체험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비중 구분 비중 
건강/보건 활동 43.3 봉사 활동 49.4
과학/정보 활동 25.7 직업체험 활동 59.7

교류 활동  10.3 환경보존 활동  14.4
모험/개척 활동 24.7 자기 계발 활동  15.4
문화/예술 활동 30.9 총 응답자 수 95

주: 저소득가구는 최저생계비 150%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아동의 체험 활동은 보통 부모(보호자)를 통해서나 학교, 관련 교육기관의 프로

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동의 체험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자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는 자녀 체험 활동에서 본인들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는 점(24.4~44.4%)과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있는 것(7.3~26.8%), 행사장까지 시

간이 많이 걸린다(2.4~23.2%)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 면지역일수록 체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데리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과 행사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응답 또한 읍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농촌지역 내에서도 면지역 거주 가구

의 지리적 접근 불리성이 아동의 체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구 형태별로 구분하면,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체험 활동과 관련된 정

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비율이 16.1%(면지역), 

26.8%(읍지역)로 가장 높았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표 3-24>, 저소득가구 내에서도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정

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부모/조손가정은 체험 활동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과 함께 읍지역 거주 가구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많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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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체험 활동 및 행사 이용 시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조손 다문화

면 읍 면 읍 면 읍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36.6 44.4 25.0 31.7 37.5 24.4 
돈이 충분하지 못함 10.5 15.9 11.4 34.1 7.1 17.1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음 4.6 3.3 9.1 9.8 0.0 7.3 
행사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18.3 18.5 22.7 2.4 23.2 4.9 
행사 자체가 충분하지 못함 9.8 8.6 6.8 0.0 3.6 9.8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12.4 6.0 15.9 7.3 16.1 26.8 
데리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음 7.2 3.3 9.1 12.2 12.5 4.9 

기타 0.7 0.0 0.0 2.4 0.0 4.9 
총합(명) 153 151 44 41 56 41

주: 일반가구(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한부모 또는 조손(한부모+자녀, 조부모+손자손녀, 조부모+한부모+자녀).

자료: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하였다. 저소득아동가구가 다음기에도 저

소득가구로 그대로 머무는 비율은 최소 51.4%에서 최대 88.4%에 달했다. 이는 저

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문제는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아동가구 중, 다문화가정의 경우 2010년 6.3%에서 2013년 

11.6%까지 증가하였다. 한부모 가구도 저소득아동가구 중, 평균 9.4%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생활 실태와 복지 실태는 어

떠한지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

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32.2%)과 교육비 지출 부담(42.4%)으

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비 지

출의 제약은 자녀의 교육성취로 이어져, 자녀가 성장했을 때 또 다른 가난의 대물

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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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저소

득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을 식별

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 농촌지

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원인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적절한 개입과 교육, 치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통계 분석에 

따르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활동 태도가 비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저학년일 때 행동통제 능력과 학습습관이 비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가

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일부 항목이 비저소득가구보다 낮았고, 사회적 위축이 더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의 평균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개입이 필요한 

요소를 식별(identification)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 농촌지역 저소득가

구의 아동이 타 집단과 비교할 때 차이가 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상태는 아동의 친구, 교사를 비롯하여 가정환경과 부모(보

호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 받는 

정서적 지원이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주체는 지역과 가구

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을 제외한 정서적 지원 주체로는 읍지역에 거주

하는 가구일수록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복지관 사회복지사로부터 받는 정서

적 지원 비율이 높았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면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읍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그리고 

읍지역의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면지역 내에서 취약

한 저소득아동가구에게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중요한 도움 기관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각 가구의 특징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 내

용과 전달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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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원인과 영향 분석

1. 개요

저소득아동가구에서 아동이 겪게 되는(또는 파생되는) 문제들은 저소득 성인이 

겪게 되는 문제들과 다르다. 저소득아동가구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아동을 양육하

는 가족의 저소득 문제이고(경제적 문제), 가족의 저소득 문제는 피부양자인 아동

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사회적·정서적 측면 문제)(허선 외 2014: 10). 

이 장에서는 앞장의 실태분석처럼 경제적 측면,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요

인과 영향을 분석한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상태로부

터의 탈출(exit), 지속, 진입(enter) 경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저소득(경

제적인 문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영향을 분석하여, 아

동이 어느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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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득 
진입과 탈출 결정요인 분석 

2.1.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생태체계 이론(Ecological theory)을 

이용하였다. 생태체계 이론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등의 다

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과의 근접성 및 영향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주

체들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저소득아

동가구가 발생한다는 관점이다(김미숙 외 2007; Belsky 1993). 

그림 4-1 생태체계 이론

자료: 김미숙 외(2007: 67). 

이론을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이산시간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 

model)8)을 세워 저소득으로 진입하고 벗어나는 데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8) 이산시간위험 모형은 횡단면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특정 사건(event)으로의 진입과 탈출, 특정 사

건 지속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관찰기간 동안 연구대상이 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즉, 분석기간 동안 저소득으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일반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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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산시간위험 모형은 다기간로짓모형(multi-period logit model)으로 표현

할 수 있다(<부록 1> 참고). 두 번째는 Cox-proportional hazard모형을 활용하여 

저소득으로 신규 진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2. 자료 및 변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12차(2016년) 조사의 가

구, 가구원, 부가 조사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였다. 

가. 종속변수

다기간로짓모형(multi-period logit model)에서의 종속변수는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의 중위 60%를 기준으로 비저소득아동가구와 저소득아동가구

를 구분한다. 변수 값은 비저소득아동가구=0, 저소득아동가구=1로 설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저소득가구로의 신규진입, 재진입을 모두 포함한다.  

Cox-proportional hazard모형에서 종속변수는 비저소득아동가구(또는 저소득

아동가구)였다가 최초의 저소득 진입(또는 탈출)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한다. 2005년

부터 2016년까지 아동가구가 다음기에 저소득으로의 진입과 탈출, 지속할 확률은 

<표 4-1>과 같다.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비저소득아동가구 중 다음기로 저소득아

동가구로 진입할 확률은 6.0%이고, 저소득에서 벗어날 확률은 31.6%이지만, 저

소득아동가구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은 68.4%이다<표 4-1>. 

표 4-1  t, t+1에서 저소득으로의 진입, 탈출, 지속(2005~2016년) 확률

구분 일반가구 저소득 전체
일반가구 94.0 6.0 (신규진입) 100.0
저소득 31.6 (저소득 탈출) 68.4 (저소득 지속) 100.0

자료: 통계청(2005~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위험 모형은 이러한 자료의 절단(censoring)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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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비저소득아동가구가 다음기에 저소득으로 진입할 

확률은 시지역에서 5.5%로 가장 낮았고, 군지역에서 8.6%로 가장 높다. 저소득가

구로 그대로 머무를 확률도 군 지역에서 74.4%로 가장 높다. 

표 4-2 지역별 t, t+1에서 저소득으로의 진입, 탈출, 지속(2005~2016년) 확률

구분
비저소득아동가구 저소득아동가구

합계
시지역 군지역 도농복합군 시지역 군지역 도농복합군

비저소득아동가구 94.5 91.4 93.8 5.5 8.6 6.2 100
저소득아동가구 34.7 25.6 45.2 65.3 74.4 54.8 100

자료: 통계청(2005~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나. 설명변수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 및 생태체계 이론을 토대로 설명변수를 설정하

되,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분석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변수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가구

주의 연령, 성별, 학력, 취업상태, 고용상태, 질환여부는 일반적으로 빈곤에 주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안종범 외 2002; 황덕순 2002; 이순아 2005; 허선 외 

2014; 김안나 2007). 중간체계에 속한 변수로 가구특성을 들 수 있는데, 가구특성

의 유의미한 변수로 가구유형과 가구원 수, 가구 내 아동 수 등을 고려하였다(허선 

외 2014; 김교성 2002; 구인회 2002; 이순아 2005).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기존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도출된 변

수와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

수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학력과 거주 지역, 가구 소득, 가구

원 수와 가구주의 만성질환 정도를 고려하였다. 설명변수의 측정방법과 통계량은 

<표 4-3>,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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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자료 설명과 측정 방법

변수 설명 및 측정 
연령 만 나이 측정 
성별 0: 남성,  1: 여성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고등학교 졸업 이하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전문대학 졸업 이하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대학교 졸업 이하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대학원 이상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거주 지역 
시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군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도농복합군 0: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 있음 
소득 연간 경상소득(만 원)

가구원 수 명

만성질환 정도 

0: 해당사항 없음
1: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음
2: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음

3: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2005~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표 4-4  분석 변수 통계량

단위: 세, 명, 천 원,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연령  44.3  9.3  26 83

가구원 수  4.2 0.9 2 9
소득 5,002.0 5,223.4  -14860  290062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전체 응답자 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9 97.1 5,905
고등학교 졸업 이하 7.6 92.4 5,905
전문대학 졸업 이하 5.8 94.2 5,905
대학교 졸업 이하 44.0 55.9 5,905

대학원 이상 11.1 88.9 5,905

거주 지역 
시 11.1 88.9 5,905
군 74.5 25.5 5,905

도농복합군 21.8 78.2 5,90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62.9 37.1 5,905

자영업, 고용주 27.2 72.8 5,905

무급가족종사자  0.5 99.5 5,905
미취업자  9.5 90.5 5,905

가구형태
모자가구  3.9 96.1 5,905

부자가구  1.8 98.2 5,905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2.8 97.2 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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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해당 비중(%) 전체 응답자 수

만성질환

해당사항 없음 69.8 5,905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음 4.2 5,905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음   1.8 5,905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음  24.2 5,905

자료: 통계청(2005~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2.3. 분석 결과 

가. 저소득가구로의 진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형Ⅰ은 농촌지역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가구로의 진입에 있어서 신규

진입과 저소득가구로의 재진입(신규진입→비저소득가구로 진입→저소득가구)

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모형 Ⅱ는 저소득가구로의 신규진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저소득가구로 진입 또는 재진입할 확률은 남성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21.3% 높았다. 가구주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저소득가구로 진입할 

확률은 0.05% 낮아졌다. 대학교의 교육을 받은 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교 졸업

여부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와 자영업·고용주일수록 저소득가구로의 진입이 

각각 17.1%, 10.6% 낮았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고용주일 경우, 

안정적 임금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로의 진입을 늦추는 결과로 도출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기가 길수록 저소득가구가 될 확률은 0.81%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만성질환은 의료비 발생과 함께 가구주의 노동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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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므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점차 낮추게 되고, 이는 저소득가구 진입에 위

험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가구 유형은 모자가구일 때, 저소득가구가 될 확률은 

8.0% 높았고,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일 때는 저소득가구로 진입 또는 

재진입할 확률은 17.6% 높았다. 

아동가구 중 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가구로 진입할 확률은 2.5% 

높았다. 농촌지역 중, 시와 도농복합군 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아동가구가 저소득 

위험에 더 노출됨을 의미한다. 

모형Ⅱ는 저소득가구로의 신규진입까지의 기간(duration)을 고려하여 각 변수

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구주일수록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 처음 진입할 확률이 

27.8% 높았다. 가구주가 대학교의 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로 저소득에 진입할 확

률은 41.3% 낮았다. 이는 모형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확

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Ⅰ의 결과와 달리 모형 Ⅱ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기가 길더라도 저

소득가구로의 신규진입은 13.2% 낮았다. 저소득으로의 진입, 재진입에는 만성질

환을 앓고 있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처음 저소득이 될 확

률은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의 치료시기가 길어질수록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커, 점차 저소득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저소득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치료비 마련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또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늘려 소

득을 보다 확보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 Ⅱ에서 가장 영향도가 큰 변수는 모자가구이다. 모자가구일수록 저소득에 

신규로 진입할 확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모형 Ⅰ과 달리 부자가구는 그렇지 않

은 가구에 비해 신규 저소득으로 진입하게 될 확률이 약 1.04배 높았다. 모자가구

와 마찬가지로 부자가구의 저소득진입 확률이 높았다.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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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가구인 경우, 저소득 신규 진입할 확률은 6.12% 높았다. 부모가 중심이 된 가구

에 비해서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는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고, 노동공급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저소득

으로 이어질 확률을 상승시킨다. 

모형Ⅱ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저소득가구로 신규 진입할 확률이 감소하였

다. 모형Ⅰ과 마찬가지로 모형Ⅱ에서도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는 다른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에 비해 저소득에 진입할 확률이 20.2% 증가하였다. 

모형Ⅰ과 모형Ⅱ의 결과를 종합하면 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경우, 도농

복합군과 시지역에 비해 저소득 진입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됨을 의미한다.

표 4-5 저소득가구로의 진입 결정 모형 분석 결과(2005~2016년)
단위: 세, %, 명

모형 Ⅰ 모형 Ⅱ
marginal 
effect

p-value H-Ratio p-value

미시
체계

가구주 연령 0.0013 0.117
가구주 성별 0.2136*** 0.000 1.2784*** 0.008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0.0005** 0.097 0.5896*** 0.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1718*** 0.000  0.9466 0.533
자영업, 고용주 -0.1064*** 0.000 0.9041 0.245
무급가족종사자 -0.0043 0.937 1.092 0.774  

만성질환 0.0081** 0.042 0.8680*** 0.000  

중간
체계

가구
유형

모자가구 0.0806** 0.024 5.0877*** 0.000
부자가구  0.0366 0.309 2.046*** 0.000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0.1765*** 0.000 1.0612*** 0.000 
가구원 수 -0.0089 0.234 0.8805*** 0.000 

외
체계 

거주 
지역

시 0(omitted)   1  (omitted)
군 0.0252*** 0.000 1.2026*** 0.007 

도농복합군 0.0865 0.476  0.8686 0.393  

나. 저소득가구로의 탈출(exit) 결정요인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로 진입과 탈출의 가장 간단한 이행경로는 “비저소득가구→저소득

가구→비저소득가구”이다. 재진입과 재탈출은 이러한 이행경로가 1회 이상 반복

될 때 해당한다. 앞 절에서 유의미했던 요인들이 저소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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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한 요인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저소득가구로의 진입 분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가구로부터의 탈출(exit) 과정

도 신규, 재탈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사용된 모형도 다기간로짓모형(multi-period 

logit model)과 Cox-proportional hazard모형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까지 포함한 모형

이 모형 Ⅲ이고, 저소득가구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모형이 모형 Ⅳ이다.

모형 Ⅲ의 종속변수는 저소득아동가구=0, 비저소득아동가구=1로 설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저소득아동가구에서 비저소득아동가구로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변수 값을 조정한다. 모형 Ⅳ에서 종속변

수는 저소득아동가구였다가 최초의 비저소득아동가구로의 탈출(exit)까지의 기

간으로 설정한다. 모형 Ⅲ과 모형 Ⅳ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는 모형 Ⅰ과 모형 Ⅱ에

서 사용된 설명변수와 동일하다. 동일한 설명변수가 진입과 탈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도(magnitude)가 어떠한지 살피고자 한다. 

모형 Ⅲ의 결과, 저소득가구에서 탈피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음과 같다. 여성가구주일수록 저소득가구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다.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저소득가구를 벗어날 확률은 21.3% 

낮았다.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의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

서 동시에 탈출확률이 낮아 저소득가구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아동가구로의 진입과 탈출 측면 모두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

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고용주일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날 확률이 

각각 17.1%, 10.6% 높았다. 가구주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소득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질환 기간이 3개월 미만

에서 3~6개월, 그리고 6개월 이상으로 증가할 때, 저소득에서 벗어날 확률이 각 기

간별로 0.8% 낮았다. 

가구유형은 저소득진입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자가구와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

녀가장 가구일수록 저소득가구에서 탈출할 확률이 낮았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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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일수록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날 확률이 타 지

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보다 8.6% 낮았다.  

모형 Ⅳ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남성가구주와 비교

하여 저소득에서 신규 탈출이 74.8% 낮았다.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성

가구주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대학 이상

을 졸업한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처음 벗어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그

러나 저소득가구로의 진입과 탈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으로부터 벗어

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모형 Ⅲ). 

가구주가 임금근로자 그리고 자영업·고용주일 경우 저소득으로부터 처음 벗어

날 확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일 때, 저소득에서 벗어날 

확률이 3.16배 높았다. 가구주가 만성질환의 투약, 투병시기가 길어질수록 저소득

가구에서 신규로 벗어날 확률은 17.5% 낮아졌다. 저소득가구에 속한 상태에서 만

성질환의 투약·투병이 길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제약과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저소득가구에서 머무를 확률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유형에서는 모자가구와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효과가 달랐

다. 앞의 모형 Ⅰ과 Ⅱ, Ⅲ 결과를 비교하면, 모자가구의 경우 비저소득아동가구에

서 저소득가구로 진입할 확률과 저소득가구로의 재진입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았

다. 그러나 저소득모자가구가 처음으로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 비저소득아동가

구로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모자가구의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탈출

하여 비저소득가구가 된 모자가정이 저소득가구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아동가구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날 확률은 

13.1% 감소하였다.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 탈출(exit), 재진입을 반복할 경우에

는 가구원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소득가구에서 처음 벗어날 때는 가구

원 수가 많을수록 탈출(exit)할 확률이 낮았다. 

 저소득아동가구의 지역이 군과 도농복합군일 경우,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날 확

률은 각각 22.4%, 14.5% 감소하였다. 특히 군지역에서 저소득가구에 그대로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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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률이 도농복합군일경우보다 높아, 농촌지역일수록 저소득에 머무를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6  저소득가구 탈출(exit) 결정 모형 분석 결과(2005~2016년)
단위: 세, %, 명

모형 Ⅲ 모형 Ⅳ

marginal effect p-value H-Ratio p-value

미시
체계

가구주 연령 -0.0012 0.117

가구주 성별 -0.2136*** 0.000 0.2514*** 0.000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0.0004 0.974 1.1684*** 0.00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1718*** 0.000 4.1630*** 0.000

자영업, 고용주  0.1064*** 0.000 2.7452*** 0.000 

무급가족종사자  0.0042 0.937 1.2045 0.477

만성질환 -0.0080** 0.042 0.8244*** 0.000

중간
체계

가구
유형

모자가구 -0.0806** 0.024 2.5492*** 0.000

부자가구 -0.0366 0.309 0.8354 0.131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0.1764*** 0.000 0.0685*** 0.000

가구원 수  0.0089 0.234 0.8689*** 0.000

외체
계 

거주 
지역

시  0  (omitted)     1  (omitted)

군 -0.0865*** 0.000 0.7759*** 0.000 

도농복합군 -0.0252 0.476 0.8541** 0.042

주: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사회적·정서적 측면 분석: 농촌지역 저소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3.1. 개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이 아동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의 능력과 성취, 정서적 측면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곽금주 외 2007). 

저소득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경로는 다양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대

표적 이론은 인적자본투자이론과 가족과정모델이다(김미숙 외 2007). 두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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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 이론으로 저소득으로 인한 부부갈등, 

양육태도, 훈육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심리발달에 악영향과 학습태도 적응력 등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론이다(Conger et al. 1994; Felner et al. 1995; Mcloyd 1998).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초점을 두고 저소득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아동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9)을 통해 저소득으로 인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시간에 따른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비교 변화 분석, 농촌

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비교 분석,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3.2. 분석 결과

가. 사회적 측면

(1)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습관 비교 분석 결과

아동의 학습습관의 집단별 비교 분석 결과는 <표 4-7>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을 통한 미래

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에게 진로 탐색 및 진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초

등학생 시기부터 마련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저소득가구 집단에서 지역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학교

에서 배우는 내용의 중요성 인식과 자신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

식에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이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더 부정적이

9) 연속변수가 아닌 순위가 있는 비모수적 두 표본의 집단을 비교할 때는 Wilcoxon 검정이 사용되는데, 

두 표본이 대응될 경우 일반적으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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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지구력도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취약하였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습관은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7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습습관의 집단별 비교 분석 결과(초6)

항목 내용 1 2 3

성취
가치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도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도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저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비>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숙달목적 
지향성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비>저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
통제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농<도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비>저

주 1) 2013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2015(2016)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2)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3)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4) 표에서 서술된 항목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임.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 저자 재정리. 

(2)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 비교 분석 결과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 관련 항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시간에 흥미를 느끼고, 학교 규칙 준수와 교사와

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농촌지역의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집단별 비교에서는 학교 

규칙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이 학교 규칙 준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일부 항목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농촌지역 저

소득가구 아동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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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학교 적응의 집단별 비교 분석 결과(초6)

항목 내용 1 2 3

학습
활동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

학교
규칙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 비>저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비>저 농<도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 비>저

교우
관계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 농>도

친구와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 비>저

교사
관계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 농>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 비>저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비>저

주 1) 2013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2015(2016)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2)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3)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4) 표에서 서술된 항목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임.   

    5) ↓는 2013년에 비해 2015(2016)년이 해당항목의 순위 점수의 감소가 유효한 차이라는 것을 의미함. 

↑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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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적 측면

(1)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비교 분석 결과 

사회정서발달은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항목

으로 측정되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비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저

소득가구 아동을 비교하면, 주의집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학습습관과 연관되는 문제 풀이에 저소득가구 아동의 주의집중력이 낮

았다. 공격성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어느 일방향으로 결정되

고 있지는 않아,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비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낮았다. 자기 스

스로에게 만족하는 것과 남들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는 사람들

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항목에서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부정적이었다. 

저소득가구 아동 중, 지역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공격성이 농촌지역 아동의 공격성보다 높았지만, 자아탄력성에서 농촌지역 저소

득가구 아동이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집단별 비교 분석 결과(초6)

항목 내용 1 2 3

주의
집중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 비<저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 비>저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농<도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비<저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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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항목 내용 1 2 3

사회적
위축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농<도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비>저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비>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자아
탄력성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비>저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 비>저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 비>저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농<도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 비>저 농<도

주 1) 2013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2015(2016)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2)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3)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4) 표에서 서술된 항목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임. 

    5) ↓는 2013년에 비해 2015(2016)년이 해당항목의 순위 점수의 감소가 유효한 차이라는 것을 의미함. 

        ↑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 저자 재정리.

(2)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부모 양육방식 비교 분석 결과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의 비일관성과 과잉기

대를 느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방임이나 학대와 관련된 항목의 시간에 따른 차이

는 없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저소득가구 아동과 저소득가구 아동을 

비교하면, 부모의 비일관성과 과잉기대, 학대 일부 항목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이 더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아동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아동과 도시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은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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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부모 양육방식 집단별 비교 분석 결과(초6)

항목 내용 1 2 3

감독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애정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비
일관성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 비<저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농>도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 농>도

과잉
기대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농<도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시다 ↑ 비<저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과잉
간섭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면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비>저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농>도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비>저

합리적
 설명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방임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

학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비>저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비<저 농>도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농>도

주 1) 2013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2015(2016)년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2)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3) 도시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vs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비교 

    4) 표에서 서술된 항목만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임.

    5) ↓는 2013년에 비해 2015(2016)년이 해당항목의 순위 점수의 감소가 유효한 차이라는 것을 의미함. 

        ↑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 저자 재정리.



78 |

4.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앞장의 실태분석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저소득 요인을, 사

회적·정서적 측면에서 저소득으로 인한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성별, 

가구주 대학교 졸업여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중 임금근로자, 자영업·고용주, 만

성질환 정도, 모자가구,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 군지역 거주였다.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위)과 가구주의 성별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복

지서비스 설계 시, 저소득아동가구 가구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

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가구 탈출의 주요 요인은 진입의 주요 요인과 대부분 같지만, 영향도에

는 차이가 있다.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저소득가구로의 진입할 확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탈피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아,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자가구와 조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일수록 저소득가구로 지

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저소득가구 아동은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을 통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

동 대상으로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 및 진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시기부터 마련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비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낮았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과 남들만큼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새로

운 일을 시작하는 것,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

고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항목에서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부정적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교육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에서 아동비

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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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정책과 한계

1. 관련 중앙정부 정책 현황 

1.1. 경제적 측면: 소득

아동이 있는 가구에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소득 관련 대표적

인 정책이다. 선별적인 정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 바우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관련 최후의 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공공부조의 

근간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

구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가구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

구에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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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급여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단위: 명, 가구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1,743,690 1,229,067 1,395,056 1,529,726 309,729

가구 수 1,255,084 920,406 1,010,918 1,069,536 215,838

주: 계는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8).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그 외 난방을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 원)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 

1.2. 사회적 측면: 돌봄, 방과 후 교육

초등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

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다. 12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2018년 기

준 총 11,746개교이며, 초등학교가 6,228개, 초등학교 학생 1,603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5-2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7 2016 2015 2014 2013

운영 학교 수(교) 6,228 3,172 2,346 11,746 11,791 11,775 11,740 11,686 11,397

비율(%) 99.8 98.0 99.4 99.2 99.6 99.7 99.9 99.9 99.9

참여학생 수(천 명) 1,603 466 865 2,934 3,371 3,648 4,070 4,469 4,678

비율(%) 59.3 34.9 56.4 52.6 58.9 62.1 66.9 71.2 72.2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2019. 6.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등, 중등, 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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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금액 및 지원 현황

구 분 2018
과년도 현황

2017 2016 2015 2014 2013

지원금액(백만 원) 337,765 319,353 347,548 116,891 371,960 340,745

지원대상 학생 수(명) 626,211 688,923 724,062 734,552 774,181 567,907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https://moe.go.kr: 2019. 6. 12.).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대상으로 갑자기 아이돌봄이 필요

한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이며,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등하원, 

식사, 임시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간제 서비스는 60,053가구가 이용하였고(여성가족부),10)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이용은 2017년 58,489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가구 계 39,138 43,947 51,393 54,362 57,687 61,221 63,546

시간제 37,934 41,599 47,700 49,989 52,354 55,958 58,489

영아종일제  1,204  2,348  3,693  4,373  5,333  5,263  5,057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 49;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p. 2.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의 경우 2017년 기준 87,131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미취학아동의 이용이 높지만, 초등생 대상 서비스 이

용도 적지 않다<표 5-5>. 

10)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k0tSEUA7tV9pwzL

lYH60xSWY.mogef10?mid=plc503&bbtSn=11> (검색일: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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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시간제 돌봄아동 연령별 이용 수(2012~2017년)

단위: 명, %

구분
이용아동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8세

만
9~12세

2012년
59,794 7,719  8,961  8,740  7,615  6,971  6,138 10,312  3,338

(100.0) ( 12.9) ( 15.0) ( 14.6) ( 12.7) ( 11.7) ( 10.3) ( 17.2) ( 5.6) 

2013년
70,994 4,413 11,531 10,644  9,034  7,749  7,637 15,082  4,904

(100.0) ( 6.2) ( 16.2) ( 15.0) ( 12.7) ( 10.9) ( 10.8) ( 21.2) ( 6.9)

2014년
75,623 4,321 10,334 10,832  9,466  9,014  7,726 17,940  5,990 

(100.0) ( 5.7)  ( 13.7)  ( 14.3)  ( 12.5)  ( 11.9)  ( 10.2)  ( 23.7)  ( 7.9)  

2015년
78,800 5,194 10,603 10,387  9,641  8,918  8,667 18,720  6,750

(100.0) ( 6.6) ( 13.4) ( 13.2) ( 12.2) ( 11.3) ( 11.0) ( 23.8) ( 8.6)

2016년
83,206 5,957 12,752 11,168  9,494  9,495  8,563 18,813  6,964

(100.0) ( 7.2) ( 15.3) ( 13.4) ( 11.4) ( 11.4) ( 10.3) ( 22.6) ( 8.4)

2017년
87,131 9,832 13,746 10,927  9,611  9,068  9,028 18,509  6,410

(100.0) ( 11.3) ( 15.8) ( 12.5) ( 11.0) ( 10.4) ( 10.4) ( 21.2) (  7.4)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p. 49;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p. 7.

이외에 돌봄이 취약한 청소년(초4~중3)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

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정책이 있다. 

1.3. 정서적 측면: 건강, 문화, 정서발달 

저소득가구 아동 건강을 위한 정책은 저소득가구 대상 정책과 저소득가구 아동

대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 관련 저소득가구 대상 정책은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

원과 같은 의료비 지원서비스와 학교우유 급식과 같은 아동발달 지원 관련 서비스

가 있다. 저소득 아동정책 저소득층 관련 문화정책에는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

람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8만 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매월 

최대 8만 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산

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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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문화 관련 정책

정부부처 정책 지원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연 8만원 915억(’19년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 월 8만원 247억(’19년 예산)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 1인 10만원 215억(’18년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29); 

산림청(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2019년 10월 2일 접근.

2. 농촌 저소득가구 아동정책 현황 

농촌형 저소득가구 아동정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투자 

사회서비스를 들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으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사회투자사회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와는 달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개발 실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특화한 서비스

를 개발하여 중앙정부 정책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1. 지역아동센터: 사회, 정서적 측면의 지원

지역아동센터11)는 지역사회 저소득가구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 아동 대

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

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4.6배 이상 증가했

고(보건복지부 2019), 이용 아동 수는 동 기간 23,347명에서 109,610명으로 4.6배 

11) 대상: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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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12)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일부 농촌지역

에서의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주요 

광역시 및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초등학생 이용 현인원 기준 지역아동센터 분포도

자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9).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2018년 말 기준)를 저자가 인용.

12)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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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드림스타트: 사회, 정서적 측면의 지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시작하였다.13) 

2007년 전국 16개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0년 101개 지역, 2015년에는 총 229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수혜 아동 수는 2007년 3,769명에서 2016년 134,853명

으로 35.8배 증가하였다(중앙일보 2017).14) 

현재 드림스타트는 지자체 공무원 3, 4인이 지자체 센터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농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을 가

져온다. 이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BabyNews 2012).15)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드림스타트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동

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의 정기적인 교체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

하시킨다(황옥경 2012).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서비스 발굴, 기획, 공급 및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박세경 2015a).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표준모델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개발하

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가 있다. 아동 관련 표준모델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가 있다. 

13)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1_01.asp>. (검색일: 2019. 10. 2.)

14) <https://news.joins.com/article/21616979>.

1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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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는 자율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개

발 운영하는 형태이며, 시·도서비스는 시도별로 개발 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운

영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서비스 공급기반인 제공기관과 공급

인력이 충분하여 사업 활성화가 용이한 반면, 농촌의 경우는 정반대 상황이다(박

세경 2015). 

3. 정책 인지도 및 이용 경험, 향후 수요 

앞에서 설명한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가 접하게 되는 복지서비스(정책)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은 <표 5-7>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부모(보호자)이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인지도, 

이용경험이 매우 높고, 향후 이용 의향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학

교우유급식, 교육급여에 대한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여부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학교우유급식 서비스 이

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급여를 수혜 받는 가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외의 대부분 복지서비스(정책)의 인지도는 낮았고, 이용경험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인지도는 약 

50%였으나, 실제 이용경험에서는 약 23%의 가구만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

다. 향후 이용의향은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급여, 교육복

지우선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에서

의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2장과 제3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 저소

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기회 확대, 문화·체험·건강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자녀가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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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어 해당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일부 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정책이 여러 부처, 지자

체에 걸쳐 나타나 서비스 이용자가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user-friendly) 관련 복지서비스(정책) 

소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지원 항목이 가구유형,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서 정책 수요자가 한눈에 보기 쉬운 형태를 띠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가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는 

기관(사람)에서 가족, 친구를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복지관, 읍면동

사무소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정책 대상자들이 주로 도움을 받는 기관과 

협조를 얻어, 관련 정책들의 정보를 각 단체의 담당자가 통합해서 제공하여, 정책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분석한 대로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다문화가정일수록 정보의 취약

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정책별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차상

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부 항목에서 향후 이용의향과 인지도가 높음

에도 실제 이용도는 낮다는 것은 각 지원정책의 소득기준에서 탈락함을 의미한

다. 저소득가구지만, 각 정책별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

에도 선택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가구들은 지원을 받는 가구에 비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

체화하려면, 배제된 차상위계층의 규모를 추산하고, 현재의 관련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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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수요
단위: %, 명

구분
인지도: 알고 있음 이용경험: 있음 향후 이용의향: 있음

면 읍 면 읍 면 읍
지역아동센터 97.6 96.9 93.1 91.3 92.6 92.7
초등돌봄 교실 94.6 90.0 76.1 61.9 72.6 49.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6.8 53.7 24.4 23.2 57.1 53.9
드림스타트 48.8 46.3 25.0 21.2 51.5 42.3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29.8 28.2 9.8 7.0 51.0 45.2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24.9 25.3 9.3 7.5 45.1 46.6

청소년 건강지원 38.4 42.3 14.6 13.4 54.8 52.4
학교우유급식 90.5 86.6 82.7 77.7 90.9 85.7

통합문화이용권 51.9 50.5 30.7 25.4 73.1 71.1
스포츠강좌이용권 24.3 27.7 10.2 11.7 65.0 72.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4.1 13.1 4.9 3.5 61.4 66.3
교육급여 72.2 55.3 51.0 36.6 79.0 77.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51.2 37.4 37.7 27.7 74.6 74.5
긴급복지 교육지원 20.9 25.8 5.8 4.5 55.1 67.7
언어발달지원사업 32.4 42.1 8.3 8.1 44.2 47.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51.2 41.1 33.2 25.8 68.9 69.8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41.3 32.8 21.0 14.1 65.2 70.1

사랑의 그린PC 보급 18.9 21.1 4.4 4.5 56.4 62.6
총 응답자 수 206 192 205 196 202 192

자료: 설문조사 결과.

4. 관련 정책 평가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관련한 정책사업명은 <표 5-7>에서 보듯이 다양

하게 나타나지만,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표

적인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교육급여지급, 사회적 측면에서 방과후 돌봄, 정서

적 측면에서 정서안정 및 치유,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기회 확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해, 저소득아동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관련 정책 평가는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이하 IPA)를 통해 분석하

였다. IPA는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또는 성취도, 효과성)를 측정하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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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표시하여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분리할 때 주로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IPA의 

분석 결과 해석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4사분면에 나타난 항목에 대해, 각각 유지, 

과잉, 저순위, 집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집중(Concentrate Here)에 속한 항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우 2008). 

관련 정책 평가는 정책 수요자(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정책 공급자 및 전달자(지

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정책담당공무원) 입장에서 각각 분석한다.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의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들과 정책담당자와 관

련 시설장의 입장에서 아동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들이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입장에서는 저소득아

동 관련 대표적인 정책 중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

공’과 ‘교육급여를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정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면지역과 읍지역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

한 항목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입장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유지로 

분석되었고, 아동복지 정책 담당자는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저소득아동

가구 부모(보호자)와 정책담당자의 경우,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

비스 제공이 시급하다고 분석되었으나,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 교육기회 불평

등 해소에는 정책의 수요자(부모(보호자))만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느껴, 교육서

비스에 있어서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아동

가구 부모(보호자)는 현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으면서

도 만족도도 높아(1사분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동의 

문화 예술 행사참여 기회 확대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아(3사분

면), 정책 중 상대적으로 저순위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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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농촌지역 저소득아동 관련 복지서비스의 중요도-만족도 및 중요도-정책효과성 분석

저소득아동가구(면지역)

표 5-8 IPA 분석을 통한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저소득아동가구 부모

구분 설문문항
상태 및 해석

면지역 읍지역

정책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유지 유지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집중 집중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저순위 저순위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집중 집중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구분 설문문항 상태 및 해석

정책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유지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유지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저순위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저순위

아동복지정책담당자(공무원) 

구분 설문문항 상태 및 해석

정책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유지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집중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저순위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과잉

자료: 설문조사 결과.

위의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5-2>와 같다. 4사분면에 위

치한 정책들이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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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아동가구(읍지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복지 정책 담당자(공무원)

주 1) 저소득아동가구 부모 해당 그래프에서 x축은 중요도, y축은 만족도를 나타냄. 

    2)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복지 정책 담당자 그래프에서 x축은 중요도, y축은 정책효과성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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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별 세부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저소득아동가구 부모)

돌봄서비스(면지역) 돌봄서비스(읍지역)

다음으로, 대표적 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그

리고 중요도와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여, 각 정책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복지 정책담당자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돌봄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개선은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

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보호자)는 돌봄

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읍지역

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확대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읍지역에 거주

하는 저소득아동가구 부모(보호자)는 상담자/치료사와의 친밀도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문화,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은 면지역에서는 지원(바우처) 소비 가능 범위 현실화였

고, 읍지역의 경우,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와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에서

는 면과 읍지역 모두 지원범위 확대가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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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안정 및 치유(면지역) 정서안정 및 치유(읍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면지역)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읍지역)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면지역)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읍지역)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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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각 정책의 세부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5-4>, <그림 5-5>와 같다. 돌봄서비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항

목은 서비스 공급자 집단에서 모두 인력 확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농촌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서비스의 인력은 제공 서비스 질을 주요하게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인력확보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확보 

및 확대가 공급자 입장에서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정서안정 및 치유

와 관련한 정책에서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사항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적합한 인력을 구하고,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

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아동의 정서안정 및 치유와 관

련하여 개인과 가정의 여건과 서비스 욕구(needs)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정도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

는 정책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시설 및 행사서비스의 접

근성(이동거리, 이동수단) 문제와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였다. 앞의 실태분석

에서 나타난, 많은 수의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가 지리적 접근성의 불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

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관련한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하

는 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저소득아동가구 부모와 동일하게 지원범위 

확대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는 저소득

가구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

야 하는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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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별 세부항목의 중요도-정책효과성 분석(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돌봄서비스

정서안정 및 치유

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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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그림 5-5 농촌지역 복지서비스별 세부항목의 중요도-만족도 인식 차이(아동복지 공무원)

돌봄서비스

정서안정 및 치유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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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자료: 설문조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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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한계 

5.1. 전달체계의 분절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소득, 보건의료, 

보육, 돌봄 등의 영역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교육복지 영역은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 주

거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로 작동한다. 

현장에서 각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 전달체계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

망복지지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Wee프로젝트는 교

육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다. 게다가 각 센터 및 교실들의 설치

장소가 대부분 도청소재지, 읍면중심지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기관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비슷한 연령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

비스 간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책과 제도 간의 상호 연계가 이

루어지지 않고,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각 부처별 정책목표 간

의 통합적인 정책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계획·수행되지 못해, 정책영역

에서의 중복과 누락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나타나 있고, 필요한 서비

스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제3장의 실태조

사 분석 결과,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다문화가정일수록 정보 접근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는 다른 정책대상

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전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전달체계에서 이들

의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면지역

과 읍지역의 지리적 차이는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쳐,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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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경로가 다를 가능성이 많다.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목표에서 공통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

역별, 정책대상자별 특성과 그에 따른 정책내용에서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내의 이용 가능한 관련 민간 자원에 대

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연계 방

안 모색과 전달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2. 수요자 맞춤형 정책 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 고려 
미비   

제4장의 분석 결과, 저소득의 상황으로 인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들은 농

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을 통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일

반가구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

아탄력성도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자아존중

감과 자아탄력성과 관련한 교육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 탐색 및 진

로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시작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체계에서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부분은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이다. 그러나 각 도별 실시 지자체 현황 <표 5-9>를 보면, 일부 지역에서만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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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농촌지역 문화체험 관련 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실시 지자체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도 사업명 시행군 전체군

경기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양평, 가평, 연천

3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양평, 연천

강원도 

강원 행복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횡성군, 고성군

11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서비스 : 뮤직케
어링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증평군, 진천군

8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진천군, 단양군

Dream & Vision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 보은군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프로젝트 음성군

충청남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7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경상북도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울진군, 성주군, 영덕군 13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영덕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고령군
81.4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합천군, 함양군, 함안군, 하동군, 
의령군, 남해군, 고성군, 거창군

10

전라북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8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고흥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해남군 17

남도소리, 남도아이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남도문화예술통합서비스 진도군, 신안군

자료: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충청남

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경상남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전라남도지역사회서비스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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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는 각 도별, 군별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계획·수립단계에서 수요자

들의 욕구(needs)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

역 내의 아동에게 가장 취약한 점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문화,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가 자녀 교육에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아동 정책 목표 중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

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문화·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은군, 음성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이었고, 중

앙정부 정책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통합문화 이용권은 농촌의 경우 주위에 이용 시설이 없어, 교통, 숙박 등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동의 정서 안정 및 치유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이 해당 기관을 이용할 

때, 치료비 또는 이용료를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주변에 심리상담(치료)센터가 없

을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

스들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정책대상자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접근성이 확보되

지 않거나 특정 지역 대상에게만 용이한 접근이 허용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박세경 2015).  

박세경(2015)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

기관 분포의 중첩 결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과 아산시, 충북 청주

시, 대전광역시, 전북 군산과 전주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시-김해시-양산시와 부산광역시, 제주시에서만 중첩되었다. 농촌의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 전

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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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결과(2014년)

자료: 박세경(2015a). 2015년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계 워크숍 자료(비공개) 재인용.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방과 후 돌봄과 주

말돌봄서비스 제공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이

다. 그러나 <표 5-10>에서 각 서비스의 운영시간과 이용현황을 보면, 부모(보호

자)의 출퇴근시간, 초등학교 방과 후와 주말, 방학기간과 저녁시간에 대한 돌봄 서

비스 자체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현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

는 아동은 전체 학생의 12.5%로, 전체 학생 수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  특히 농

촌지역의 경우, 한부모/조손가정을 제외하고 부모(보호자) 부재일수가 3일 이상

인 비중과 평균 부재시간은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22> 참고). 주말에도 부모(보호자) 부재비율은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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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게다가 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중은 읍지역 거주하는 아동이 면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면지역에서 관련 시설

이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소득가구 아동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지역의 아동들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

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의 돌봄시스템에서는 이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5-10 부처별 아동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초등학생)

구분 대상
오전시간(7~9시)

이용학생 수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0.7만 명
24만 명

(1~2학년 21만 명, 3~6학년 3만 명)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취약계층 미운영
8.2만 명

(1~3학년 4.2만 명, 4~6학년 4만 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취약계층 미운영
0.6만 명

(1~3학년 미운영, 4~6학년 0.6만 명)

자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18. 4.).

다문화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부부가 중심이 된 가구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경

제적 상황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이 어려웠고, 다문화가정은 외식을 포

함한 식비 지출이 어려웠다. 또한 자녀의 방과 후 활동 중, 학원 관련 시설 이용에 

있어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은 일반가구보다도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용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은 자녀 양육정

보와 교육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현재 한부모/조

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정책에서는 따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한부모 가정 지

원정책 대부분은 아동양육비 지원과 취약·위기가족지원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지

원 및 학습·정서지원이 주를 이룬다. 조손가정과 관련한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대표적으로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한 학습지

원·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한 정서발달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체계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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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대상자들 또한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도도 낮게 나타난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는 부부가 있는 저소득아동가구 또는 

한부모 저소득아동가구와 달리,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와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조부모의 

고령화로 인해,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손자녀가 오히려 보호자가 되어 

돌봄 주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도 현재의 정책은 정책 대상

자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관련 정책의 

정보에 접근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조손가정의 경우 사례발굴과 사례관리가 여느 집단보다도 필요한 집단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차별성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려면, 수요자

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구 형태별로 수요자의 기

본적인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구 특징, 수혜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 현재 서비스 

전달상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5.3.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   

분석 결과,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많은 수의 부모(보호자)가 교육급여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은 교육비 지원 확대였다. 저

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는 현재의 교육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교육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는 수급기준에서 탈락한 가구거나, 수급기

준에 부합하지만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전자

와 관련하여, 다행히 2015년 교육급여가 개편되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

에게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기준이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이하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중위소득 50%와 60% 구간에 있는 가구는 원칙

16) 경향신문. “조손가정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찾아가는 돌봄 절실.” 2019년 5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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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교육급여에서 배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된 <표 3-9>에서 나타

났듯이 저소득아동가구 중,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16.2~37.5%에 지나지 

않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7 기초생활수급 개편 도식화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2015. 7. 20.).

후자와 관련해서, 현재의 교육급여지급 시스템에서 수급기준을 통과한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수급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교육급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초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선호 

2019). 최저교육에 필요한 보충교육비는 현재 지원되고 있지 않아, 수급가구라 하

더라도 보충교육비는 가구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다.     

표 5-11 초등학생 가구의 최저교육비와 교육급여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최저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17 2018 2019

부교재비 131,208 41,200 66,000 132,000

학용품비 70,494 미지원 50,000 71,000

보충교육비 269,472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자료: 이선호(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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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급여 이외 시도 교육청의 재량에 따라 초중고 학생교

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급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으나,17)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부 사업에서의 지원기준이 중위소득기준 52%, 56%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저소득가구가 여전히 존재한다. 

표 5-12 시도교육청별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기준(2018년)

시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경기 60% 60%

강원 무상 60%

충북 60% 60%

충남 52% 60%

전북 52% 64%

전남 60% 52%

경북 56% 50%

경남 56% 50%

제주 60% 60%

자료: 교육부(2018). 내부자료. 

이선호(2019: 7) 재구성.

17) 대표적인 정책 사업은 방과후수강권, 급식지원, 교육정보화지원사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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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및 요약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기의 저소득(빈곤)에 대

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달리,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저소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 저소득문제

가 대두되면서 농촌 아동의 저소득(빈곤)문제, 복지 및 교육의 소외문제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지만(김광혁 2013), 중앙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차별성을 고려

하지 않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저소득아동가구의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연

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복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동복지 실태는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 상태로 진입하고 탈출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저소득아동가구의 저소

득의 지속(가난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 식별을 통해 관련 정책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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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는 저소득 상태가 아동에게 어떠한 사회적·정서적 측

면에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은 학교생활에서 학습활동, 학교규

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정서적 측면은 주의집중, 공격

성,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부모 양육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저소득아동가구가 저소득에서 벗어나는(exit) 확률은 미미하였다. 또

한 특징적인 것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2010년 6.3%에서 2013년 11.6%까지 증가

하였고, 한부모 가구도 평균 9.4%의 비율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 저소

득아동가구의 생활 실태와 복지 실태는 어떠한지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난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점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것(32.2%)과 

교육비 지출 부담(42.4%)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과 교육비 지출의 제약은 자녀의 교육성취로 이어져, 자녀가 성장

했을 때 또 다른 가난의 대물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가구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인

지를 분석한 후, 적절한 개입과 교육, 치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은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위)과 가구주의 성별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저소득아

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설계 시, 저소득아동가구 가구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의 연

계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새

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부자가구, 모자가구,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저소득 진

입, 재진입 확률이 높고, 부자가구는 신규진입 확률이, 모자가구는 저소득 재진입 

확률이 높았고,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저소득 탈출 확률이 낮았다. 저소득

가구 아동은  농촌지역 비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을 통한 미래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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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은 비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낮았다.  

저소득가구의 실태에 비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정

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를 들 수 있다. 농촌지역에 한정한 저소득가

구 아동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농촌지역 아동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서

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결과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

견되었다. 첫째, 정책 전달체계의 분절이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간 차별성이 드러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

여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나타나 있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수요자 맞춤

형 정책설계와 농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 예로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결과, 특정광역

시와 시단위에서만 중첩되어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정책이 있

으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주변에 없어 이용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지역의 아동들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

능성이 높으나, 지금의 돌봄시스템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과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부부가 중심이 된 가구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정책의 한계는 아동과 관련한 지원정책의 지원범위 설정과 배제된 

가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저소득아동가구 지원정책의 

분절성 개선, 둘째, 농촌지역 아동정책서비스 접근성 개선, 셋째,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교육환경 개선 필요, 넷째,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 필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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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2.1. 저소득아동가구 지원정책의 분절성 개선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의 분절된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단계에서 그리고 

일선 지자체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아동가구와 관련하여 빈곤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가족정책(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 교육 정

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 각각의 정책들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분절성과 파편성은 부처 간 칸막이와 연계·조정업무의 부족에 따라 여전히 발생

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분절성과 파편성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화된다. 그 이유는 

중앙단위에서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부재하여 공적 책임성 부재를 

야기하여 지역단위의 지원체계 분절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면서(2019년 7월), 아동 관점의 정책 수립과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일부 아동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기구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그림 6-1>에서 보듯이 통합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

부 산하 내의 정책들로, 타 부처 정책 간의 조정·연계·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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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과 추진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9일.

현재의 각 부처로 분절된 정책들을 수립하기에 앞서, 위원회를 신설하여, 저소득

(또는 빈곤)아동의 삶과 가정에 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

다. 위원회에서 세워진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각 

정책들을 조정·연계·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단위에서의 정책이 정해진 후에, 중앙단위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지역단위 정책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아동

가구와 관련한 정책은 아동보호체계와 가족보호체계가 함께 계획·수립되어야 한

다. 현재는 아동보호체계와 가족보호체계는 서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단편적인 

아동 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기에 가구의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

는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저소득 탈출이라는 

근원적 문제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저소득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그리고 저

소득상태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가구주 여부와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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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보호자)의 취업과 가구유형(모자가구, 조손가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가구의 특성에 맞는 가족보호체계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 여성가구주 중, 모자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은 ｢한부

모가족지원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 보호시설 운

영이나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구주가 되는 여성의 고용 지원

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각 지원정책이 부처별로 운영

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조손가정 또한 저소득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이었는데, 조손가정의 관련 지원은 조부모 지원과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조부모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고, 아동양육과 관

련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이러한 정

책들은 조손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가구와 저소득가구아동에게 지원되

고 있는 정책이어서 조손가정의 특징을 담아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조손가정

은 고령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자활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

에, 조손가정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와 달리 보호지원 개념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

지만, 현재의 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각 

부처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은 최근 아동빈곤(저소득)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아동빈곤(저소득) 감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

를 갖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

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여유진 외 2017). 또한, 가구의 단기적인 소득보장

정책(보육지원,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정책(교육훈련)을 결합하여 아동가구의 빈

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여유진 외 2017).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기 때 개입은 성인기 때와 달리,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

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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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할 때는 아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구와 가구주의 특성

에 따른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

에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저소득의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즉, 소득

지원개념뿐만 아니라, 부모(또는 한부모가구)의 취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책들

이 서로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 소득

보장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정책들

이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되기보다 저소득계층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적

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동에 대한 정책도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완

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단위에서

의 정책을 조정하고, 중앙단위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지역

단위 정책에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2. 농촌지역 아동정책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자체도 부족하지

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저소득 관련 아동정책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 없이 일괄적으

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존재하지만 특정 지역 대상에게만 용이한 

접근이 허용되어,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어난다. 더불어 저소득아

동가구 내에서도 가구형태에 따라 정책 욕구와 수요는 다르지만, 앞서 제5장의 정

책한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

에서 농촌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

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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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중, 일부 사업

을 농림축산식품부의 365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아동의 돌봄교실과 더불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취약하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은 사업

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국 초등학

교대상으로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공연, 음악, 시각, 통합 예술 등 다

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

원함으로써 아동의 문화체험활동 참여기회 확대, 문화적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일부 학교만 참

여하고 있다<그림 6-2>. 농촌의 취약한 문화체험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서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취약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면, 정책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 내의 정책대상자(수요자)

의 복지욕구와 해당 아동들의 취약한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책을 설계·시행·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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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예술꽃 씨앗학교사업 분포 현황

자료: 예술꽃 씨앗학교(https://www.arte.or.kr/seedschool/story/sprout/index.do: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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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지역 저소득 아동 교육환경 개선 필요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을 손꼽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교육급여 정책에서 중위소득 50~60% 구간

에 있는 가구의 경우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과 현재 교육급여에서 채택하고 있

는 최저교육비 정의가 최저교육 지원선(Minimum Education Service Line)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선호 2019). 또한, 저소득가구라서 교육투자를 비저

소득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교육비가 소비지출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비 과부담 가구는 수급가구, 수급가구 탈락 저소득가구, 

비저소득가구 중 수급가구 탈락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유진 외 

2017). 저소득아동가구에서 소득대비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모든 가구를 수급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중위소득 50~60% 구간의 가구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분석하여, 수급기준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수급 가구더라도 수급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표 5-11>에서 나

타났듯이, 아동에게 필요한 최저교육비를 기준으로, 현재의 교육급여에서는 보충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아, 최저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수급가

구라 해도 최저교육을 시키려면 추가적 교육비 지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급여

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에게 지역 자체의 지원과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교육급여 이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기준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유진 외(2017)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를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00%, 중위소득 100~150%, 중위소득 150% 이

상으로 구분해서 경제활동, 주택 및 주거 실태, 교육 및 양육, 건강, 문화생활 욕구 

결핍률은 각 집단별로 비례적이 아닌 승수적으로 변화하였고, 중위소득 50% 미만

과 50% 이상인 집단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중위소득 50~60% 주변에서 절대

적 수준의 박탈 기준선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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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아동가구의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

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사교육비 부담(20.8~58.4%)과 지역 내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의 공급량 자체의 부족(3.2~32.9%)이라고 응답하였다. 농촌지역 내

에서도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구분하면 학원 공급량 부족에 대한 응답이 차이가 났

다. 면지역에서는 27.6~32.9%의 부모가 학원 자체가 부족한 것이 어려운 점이라

고 생각한 것에 반해, 읍지역 거주 부모는 3.2~6.0%만 그렇다고 생각하였다. 사설

학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내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분포도 마

찬가지로 지역별 차이가 난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지역아동센터도 광역시와 

주요 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센터 등

록 초등학생 정원이 33명 이상인 기관들이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센

터가 충분히 많지 않아 이용인원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지역

의 예만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 비율은 11.1%에서 78.6%에 이른다. 

또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대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5.3%에서 26.6%에 분포해 있어,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많은 수는 지역아

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임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저소득가구 아동이 

관련 교육시설 이용 선택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전라북도 농촌지역 지역아동센터 미설치 읍면 수, 이용률

시군 미설치 읍면 수 미설치율(%) 지역아동센터 이용가능인원대비 이용률(%)

군산 2 11.1 21.8

익산 9 37.9 13

정읍 8 43.5 14.3

남원 9 34.8 17.9

김제 10 57.9 5.3

완주 3 23.1 9.2

진안 5 45.4 26.6

무주 2 33.3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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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시군 미설치 읍면 수 미설치율(%) 지역아동센터 이용가능인원대비 이용률(%)

장수 2 28.6 23.3

임실 8 75.0 15.6

순창 7 72.7 5.8

고창 11 78.6 5.5

부안 8 61.5 10.7

자료: 이중섭 외(2014: 7) 자료 저자 재구성.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교육비부담 문제에 

더해, 지역 내의 교육 관련 시설 공급 부족, 접근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교

육 관련 시설 및 돌봄시설의 부족과 접근성 문제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문제로, 

지역 내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소수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어, 모든 지

역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

다. 대안적인 방법 중 하나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 마을활동가, 교사 등이 함께 만든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지역 구성원 

간의 체계적인 협동 활동을 통해 열악한 지역 내의 돌봄, 교육, 문화·체험 시설 등

의 부족을 지역 내에서 점차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에는 아동교

육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 협력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완주의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역주

민인 학부모와 완주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체를 꾸려, 기존의 방과후 학교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주말돌봄, 방학중돌봄까지 영역을 확대하였고, 지역 내 아동이 

센터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특히, 면지역과 같은 

농촌지역 내에서도 접근성과 교육시설 공급량 자체가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정책 평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면지역 저소득

가구 아동 부모(보호자)의 정책 수요 중 하나였던 방과후 돌봄의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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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고산초등학교, 삼우초등학교, 

고산중학교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기존 학교에서 시행한 방과 후 학교와 달리, 토

요일과 방학 중에도 돌봄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도 돌봄,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다양

한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학부모, 완주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

고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방과 후 교사로 참여해 아동

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직업 체험, 지

역사회 이해, 학부모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돌봄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2.4.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 필요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의 거주지역과 가구형태에 따라 아동과 아동의 부모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책서비스는 달라진다. 아래의 <표 6-2>는 본 연구에서 분

석한 거주지역과 가구형태별로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 욕구(needs)를 정리한 것이

다. <표 6-2>에서 보듯이, 저소득가구 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

은 서로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우선 농촌지역 전반에 

걸쳐 현재의 교육급여 확대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수급기준 범위 확대와, 교육급

여액 확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읍지역

은 저소득가구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정보 제공과 또래집단

과 비교한 상대적 저소득 체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학원 

수강 등이 필요하다. 면지역은 읍지역과 달리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가 시급하

였고, 부모의 부재와 돌봄서비스의 불충분으로 인터넷과몰입아동에 대한 관심과 

현황파악, 적절한 치료 및 상담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면지역 대부분의 저

소득가구는 지원정책을 요청하거나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 통로는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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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복지공무원이었다. 면지역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와 필요 시 인력지원과 자원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자

가구, 또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관련 지원정책을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 등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가구형태로 구분하면, 읍지역의 한부모/조손가정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된 사업과의 매칭,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네

트워크를 강화하여 적절한 정보 공유 및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면지역에서의 한

부모/조손가정 중 부자가구는 저소득에 처음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고, 사례관리

로 잘 발견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파악과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민간복지단체와의 자원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소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여성가구주, 모자가구

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소개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여성가구주는 저소득가구가 다시 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직업 연계

와 아동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가구와 

조손가정은 아동과 고령의 조부모는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므로 소득지원형태의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6-2 지역별·가구형태별 필요한 정책 서비스

지역 가구형태 특징 및 욕구 필요정책서비스

읍
지역

공통

• 교육비 지출 어려움. 
• 방과 후 활동: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이용비

중이 면지역보다 높음.
 - 면지역보다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비중 높음.
• 읍지역에서 학원 가는 비중 높으나, 향후 학원 보

내고 싶은 비중이 높음. 
 - 또래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저소득 체감 
 - 저소득층의 자녀교육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 양육과 진로 탐색 관련 정보 충분하지 않음. 
• 읍지역일수록 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 복지관 사

회복지사로부터 정서적 지원 많이 받음.

• 교육급여 확대 방안 논의 필요
• 또래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저소득 체

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학원수업 받을 수 있는 
방안 고민 

•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정보 제공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지원에 
있어 민간복지단체와의 연계 방안 필요  
   

부모가 있는
가구

• 문화·체험활동 어려움(접근성, 시간 등). • 문화·체험활동 접근성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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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가구형태 특징 및 욕구 필요정책서비스

읍
지역

한부모/조손
•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 어려움.
• 문화·체험활동 어려움(접근성, 시간 등).

• 한부모/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사
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확대 필요

• 문화·체험활동 접근성 향상 필요

다문화
• 문화·체험활동 어려움(접근성, 시간 등). 
• 방과 후 활동: 학교 내 방과 후 수업 참여 비중 높음. 
• 자녀체험활동 정보 얻기 힘듦.

• 학교 내 방과 후 수업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네트워크 강화→적절한 정보 교
류 및 정보 공유 방안 마련

면
지역

공통

• 교육비 지출 어려움. 
• 방과 후 활동: 학교 내 방과 후 수업 참여 비중 높음. 
• 부모(보호자)의 3일 이상 부재 비율 높음, 평균 부

재시간도 긺. 
 - 읍지역과 비교하여 돌봄시설, 교육시설 공급량 

부족문제 발생, 관련 시설 이용 시 접근성 낮음. 
따라서 아동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발생 

 - 부모(보호자)부재 시 아동은 주로 TV보기, 스마
트폰 게임, 영화시청

•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이 매우 부족함. 
• 면지역 거주가구일수록 정서적 도움을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많이 받음. 
• 자녀 체험활동에 관한 정보 얻기 어렵고 행사장까

지 시간 많이 걸림. 데리고 다닐 사람 마땅치 않음. 
•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 교육급여 확대 방안 논의 필요
• 면지역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인터넷과몰입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 

적절한 치료 및 상담 개입 필요, 관련 
치료 및 상담시설과의 연계 필요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저소득아
동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실천가능 방
안 마련 필요  

• 문화·체험활동 지리적 접근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

부모가 있는
가구

• 문화·체험활동 어려움(접근성, 시간 등).

한부모/조손
• 문화·체험활동 어려움(접근성, 시간 등).
•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정서적 도움 크게 작용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저소득아
동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실천가능 방
안 마련 필요 

• 특히 부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필요
(저소득영향요인 참고) 

다문화

• 외식 포함한 식비지출 어려움. 
• 읍지역 다문화가정보다 부모(보호자) 3일 이상 부

재 비율 높음. 평균 부재시간도 긺. 
• 사교육비 부담을 면지역 다른 가구 형태보다 많이 

느낌.
•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정서적 도움 크게 작용
• 자녀체험활동 정보 얻기 힘듦.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지원에 
있어 민간복지단체와의 연계 방안 필
요(자녀교육 관련, 식비 등)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저소득아
동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실천가능 방
안 마련 필요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네트워크 강화→적절한 정보 교
류 및 정보 공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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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가구형태 특징 및 욕구 필요정책서비스

저소득 탈피

• 지역 상관없이 부자가구는 저소득가구 신규진입 
확률이 가장 높음. 모자가구는 신규진입, 재진입 
확률이 높음.

•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정 저소득가구 신규진
입, 재진입 확률 높음. 탈출확률 낮음. 

• 여성가구주일수록 저소득에 노출될 위험 높고 저
소득을 지속할 위험 높음. 

• 가구주의 취업(종사상 지위)과 가구주 성별이 저
소득 진입(신규, 재진입)에 가장 많은 영향 미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중 모자가
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정, 부
가가구에 대한 각 부처별 지원정책의 
연계가 필요하고, 저소득으로 빠져들
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성가구주 가구, 모자가구의 경우 
취업지원 및 훈련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예:여성새로일하기센터). 특히 
저소득모자가구는 다시 저소득가구
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안정적 일자
리 연계와 더불어 아동 돌봄센터와
의 연결이 필요함. 

 - 소년소녀가장가구,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과 고령의 조부모는 경제활동이 
쉽지 않으므로 소득지원형태의 정책 
접근 필요. 특히 이 가구들은 장기적
인 저소득을 유지할 확률이 높음. 지
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 필요

 - 저소득부자가구는 잘 드러나지 않
아, 발견, 사례관리, 사후관리가 중
요함. 저소득부자가구는 모자가구에 
비해 제도권 지원 요청을 잘 하지 않
고, 해당가구의 아동이 방치된 경우
가 많음. 

자료: 저자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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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시간 모형

부록 1

○ 이산시간위험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1)과 같다. 식(1)에서 는 기준 위험

(baseline hazard)과 각 시점별 설명변수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 

   식(1):        ≥       

○ 시변공변량을 갖는 이산시간위험 모형은 다기간로짓모형(multi-period logit 

model)과 동일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갖기 때문에, 위험도(hazard 

rate)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로짓회귀식(logistic regress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식(2)이다. 식(2)에 로그를 취해 전환하면 식(3)

과 같다.

○ 식(2)와 식(3)에서 는 가구 가 시점에 저소득으로 진입(또는 퇴출)하면

(  )하면 1의 값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값을 갖는다. 따라서 는 

각 시기에서의 기준 위험(baseline hazard)을 의미한다.  

    식(2):  

 exp 
 



  
 



 



 

    식(3): log


  
 



  
 





○ 식(3)의 추정(estimation)을 위해 로그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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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식(4)와 같고, 식(4)를 최대화하는  와 를 구하면 각 요인들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식(4):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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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Cox-proportional hazard모형18)

○ Cox-proportional hazard모형 식은 식(5)와 같다.

    식(5):     exp′ 

○  는 설명변수 X가 주어진 상태에서 t 시점에서 개인 i의 hazard 함수를 의

미한다.  는 기저위험함수(baseline hazard)로 정의된다. 기저위험함수는 

  일 때, 즉 모든  설명변수가 0인 경우 나타나는 hazard를 의미한다. 는 

설명변수이며, 는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이다. Cox-proportional hazard모

형에서 기저위험함수에 대한 분포가정은 따로 주어지지 않으나, 모형에 의한 

파라미터 추정이므로 반모수적(semi-parametric)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Cox-proportional hazard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개별 가구가 저소

득에 진입(또는 퇴출)하기까지의 기간(duration)에 근거하여 각 설명변수의 변

화가 t시점에서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

는 것이다. 첫 번째 다기간로짓모형(multi-period logit model)을 보완한다.   

18)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엄진영(2014). 외국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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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표(아동부모/시설장/공무원 대상)

아동관련 시설 이용자 조사 (아동부모 대상) 

2019090903-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 보완 및 개선”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부모님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

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

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9. 9~10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엄진영 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윤진 전문연구원

061-820-2255

061-820-2026

Part A. 가구 일반사항

Q01. 현재 귀댁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군  (       ) 동/읍/면

Q02. 귀댁의 가족형태는 어떠합니까?

1) 부부+자녀 2) 한부모+자녀 3) 조부모+손자,손녀   

4) 조부모+한부모+자녀 5) 조부모+부부+자녀 6) 기타 (           )

Q03. 귀댁은 다문화가정입니까? 1) 예 2) 아니오

Q04. 응답하시는 귀하께서는 아동과의 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부       2) 모       3) 조부       4) 조모       5) 친척       6) 그 외 보호자



부 록 | 131

Q05. 귀댁의 자녀(또는 손자, 손녀)의 연령을 모두 기입해 주세요. 

1. 자녀1 (또는 손자녀 1)    만 (             ) 세 

2. 자녀2 (또는 손자녀 2)    만 (             ) 세 

3. 자녀3 (또는 손자녀 3)    만 (             ) 세 

4. 자녀4 (또는 손자녀 4)    만 (             ) 세 

Q06. 귀하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어떠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중퇴/재학 

포함)

(1) 귀하의 교육수준 (             )

(2) 배우자의 교육수준 (배우자 없으면 건너 뜀) (             )

< 보기 >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Q07. 귀하와 배우자의 취업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1) 귀하 (             )

(2) 배우자 (배우자 없으면 건너 뜀) (             )

< 보기 >

1) 취업 ☞Q07-1번 문항으로     2) 미취업 ☞Q08번 문항으로 

Q07-1. (Q07문항에 1) 응답자만) 귀하와 배우자의 직업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1) 귀하 (             )

(2) 배우자 (배우자 없으면 건너 뜀) (             )

< 보기 >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 자영업자(1인 고용인)

6) 월급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도움 

Q08.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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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9. 귀댁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어렵다(하) 2) 어려운 편이다 (중-하) ☞ 이하 

Q09-1번 문항으로

3) 보통이다 (중) 4) 잘 사는 편이다(중-상)  5) 매우 잘 산다(상)  ☞ 이하 

Q10번 문항으로

Q09-1. (Q09번에서 1) 2)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아동 양육의 어떤 

측면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식비 지출 어려움(외식 등을 잘 못함)

2) 교육비 지출 어려움(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못함)    

3)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4) 자녀의 문화·체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 

Q10.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현재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신다면, 언제부터 받으셨

습니까? 

1) 수급 받음(      년도부터 받음)         2) 수급 받지 않음          3) 모름 

Q11. 다음의 보기에서 귀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물질적 도움          (             )

(2) 정서적 지원          (             )

< 보기 >
1)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형제자매    2) 친척    3) 친구

4) 이웃   5)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원   6) 복지관 사회복지사

7)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Part B.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Q12. 자녀가 학교 통학에 이용하는 이동수단과 편도 이동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이동수단 (             ) ☞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2) 편도 이동시간 (             )분

< 보기 >
1) 대중교통 버스    2) 택시      3) 자가용(가족 또는 이웃이 데려다 줌)

4) 학교통학버스     5) 걸어서    6)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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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귀댁의 자녀가 평일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1) 집으로 바로 귀가 

2) 학교 내 방과 후 수업 참여

3) 학원(학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가기  

4) 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타 기관에서 활동 참여

5) 기타 (                      ) 

Q14. 귀댁의 자녀가 학교 공부 이외에 학원공부나 개인(집단)지도를 받고 있는 것을 모두 체

크해 주세요. 

1) 지역아동센터 2) 드림스타트 센터 3) 지역사회복지관  

4) 학원(학습 관련) 5) 학습지 구독 6) 체육관(태권도, 수영 등)

7) 공부방 8) 학교의 방과 후 학교 9) 기타 (                 )

Q15. 귀댁의 자녀가 앞으로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집단)지도를 꼭 받고 싶은 2가지를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1) 학습지 구독 2) 학원(학습 관련) 3) 체육관(태권도, 수영 등)

4) 가정교사 과외 5) 지역사회복지관 6)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 

7) 학교의 방과 후 학교 8) 기타 (                            )

Q16. 귀댁의 자녀는 방과 후 이용하고 있는 기관(학원, 복지관 등)이 있다면, 기관에서 집으로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리고 집까지 이동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1) 방과후 돌봄(또는 학습)기관에서 집까지 이동수단 (      )☞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2) 집까지 이동시간        (      )분

< 보기 >
1) 대중교통 버스    2) 택시     3)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학원버스, 센터버스 등)

4) 부모님 차로 데리고 옴  5) 자녀 혼자 걸어서   6) 기타 (               )

Q17. 귀댁의 자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부모(보호자)님이나 돌봐주는 어른들 없이 있는 

경우가 며칠 정도인가요? 

1) 5일 동안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가 있음 ☞ Q17-1번 문항으로 

2) 3일 이상 ☞ Q17-1번 문항으로 

3) 1~2일 ☞ Q17-1번 문항으로

4) 없음(보호자가 늘 집에 있음) ☞ Q18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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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1. 귀댁의 자녀는 1일 평균 몇 시간동안 혼자 또는 형제(자매)들과 있나요? 

평균 (            ) 시간 

Q17-2. 귀댁의 자녀가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주로 무엇을 하나요? 

1) TV 시청 2) 컴퓨터(게임, 영화) 3) 휴대폰(게임, 영화)  

4) 친구 또는 형제(자매)들과 놀기 5) 잠자기 6) 공부

7) 기타(                                 )

Q18. 귀댁의 자녀는 주말에 학부모(보호자)님이나 돌봐주는 어른들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며칠 정도 인가요?

1) 토일 모두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가 있음 ☞ Q18-1번 문항으로

2) 토, 일 중 하루 ☞ Q18-1번 문항으로

3) 없음 ☞ Q19번 문항으로

Q18-1. 귀댁의 자녀는 주말에 1일 평균 몇 시간동안 혼자 또는 형제(자매)들과 있나요?

평균 (            ) 시간

Q18-2. 귀댁의 자녀가 주말에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주로 무엇을 하나요?

1) TV 시청 2) 컴퓨터(게임, 영화) 3) 휴대폰(게임, 영화)  

4) 친구 또는 형제(자매)들과 놀기 5) 잠자기 6) 공부

7) 기타(                                 )

Q19. 귀댁의 자녀가 주말에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 사교육(학습지, 학원 등)을 받음 2) 공부방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3) 집밖에서 친구와(또는 혼자) 놀기 4) 지역복지관 이용 

5) 집안에서의 휴식 및 오락 활동 6) 집안에서 공부 

7) 기타 (                                )

Q20. 귀하께서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1) 방과후 학습 활동 비용 부담이 크다  

2) 학교 준비물 등의 비용 부담이 크다

3) 사교육비(학습지, 학원비 등) 부담이 크다

4) 자녀 교육에 필요한 학원이 지역 내 부족하다(또는 없다)

5) 근처에 학원은 있지만, 좋은 시설과 선생님을 갖춘 학원은 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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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및 학원까지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이동수단과 이동거리의 어려움)

7) 지역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8) 자녀의 진로 탐색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Q21. 귀하가 생각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1)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2) 방과후학습 비용 보조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조직 구성

4) 학교통학버스 및 학원통학버스 확대

5) 진로 선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상담 확대

6) 학습 부진에 대한 학습 지도 프로그램 확대

7) 자녀 양육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8)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사(자원봉사, 박물관 견학 등) 확대  

9) 기타 (                                           )

Q22. 귀댁의 자녀가 지난 1년간 가보았던 행사에 대해 학교 또는 가족과 함께 몇 번 같이 

갔는지 횟수(숫자)를 적어주세요. 만약 없다면, “0”으로 적어주세요. 

행사 가족과 함께 학교에서 다같이 감
1) (미술, 사진, 서예, 조각 등) 전시회 회 회
2) 직업체험 하는 곳 회 회
3) 전통문화행사(민속놀이, 국악, 연날리기 등) 회 회
4) (음악회, 춤,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 회 회
5) 영화(영화관)  회 회
6) (야구, 축구, 농구 등)운동경기 회 회
7) 그 외 1:   회 회
8) 그 외 2: 회 회
9) 그 외 3: 회 회

Q23. 지난 1년간 자녀가 가보았던 행사를 이용할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1)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 2) 돈이 충분하지 못함 

3)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음 4) 행사장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5) 행사자체가 충분하지 못함 6)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7) 데리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음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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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 복지서비스 관련 문항

Q24.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해 아시는 정도, 이용 경험, 앞으

로의 이용 의향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포괄영역 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이용 의향

모른
다

알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잘 
모르
겠다

방과후 또는 
보호자

부재 때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1. 지역아동센터 1 2 1 2 1 2 3
2. 초등돌봄 교실 1 2 1 2 1 2 3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서비스를 주5~6일 지원 

1 2 1 2 1 2 3

아동의 
심리안정과 
건강을 위한

정서 및 
치유서비스를 

제공 

4.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의 양육 환경과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 1 2 1 2 1 2 3

5.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인터넷과 스
마트폰에 중독된 아동의 치료지원 1 2 1 2 1 2 3

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를 지원 1 2 1 2 1 2 3

7.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또는 
바우처를 지급 1 2 1 2 1 2 3

8. 학교우유급식 1 2 1 2 1 2 3

문화, 예술, 
체육활동 
서비스의 
지원으로 

삶의질을 제고 

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급 1 2 1 2 1 2 3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 강좌를 위해 매달 8만

원을 지원
1 2 1 2 1 2 3

1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
하는 숙박 및 식사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1 2 1 2 1 2 3

아동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적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12. 교육급여: 학교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1 2 1 2 1 2 3

13.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캠프, 박물관 
견학, 심리 치료, 가정방문, 학습준비물을 지원 1 2 1 2 1 2 3

14.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이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비를 현금지원 1 2 1 2 1 2 3

15. 언어발달지원사업: 자녀의 언어발달, 언어재활 서
비스를 받기 위한 바우처 지원 1 2 1 2 1 2 3

1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수
강비를 지원 1 2 1 2 1 2 3

17.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와 인터넷 통
신비를 지원 

1 2 1 2 1 2 3

18. 사랑의 그린PC 보급: 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 1 2 1 2 1 2 3

지역별
지자체

자체사업
(대표예시: 

경남)

19. 급식비 및 급식카드 지급 1 2 1 2 1 2 3
2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놀이, 언어, 미술, 심

리상담 등 지원    1 2 1 2 1 2 3

2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아
동에게 자존감 회복 위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제공 1 2 1 2 1 2 3

22.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녀 대상 
방과후 학습비 지원 1 2 1 2 1 2 3

23.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해외 어학연
수 지원 1 2 1 2 1 2 3

24.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공연관람 및 연극 실기 
교육 등 지원 1 2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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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귀하께서는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 지인, 이웃(동네사람) 에게 들음     2)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이 말해줌 

3)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해줌        4)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직원이 말해줌 

5)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6) 학교 선생님을 통해 

7) 교차로 같은 광고지를 통해서       8) 기타(                              ) 

Q26. 정부 제공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는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세워집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아동 정책의 목표를 살펴보시고 귀하가 느끼시는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의 만족도를 선

택해주세요.  

중요도

구분

만족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매우

불만

족

<<<<<     

>>>>>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6 - 7 1)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후 돌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1 - 2 - 3 - 4 - 5 - 6 - 7

Q27. (앞 문항에서) 대표적인 정책에 속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만

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Q27-1.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항목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선택해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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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방과후 돌봄

만족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6 - 7 1) 선생님/관리자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선생님/관리자의 관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이동수단 또는 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놀이와 오락 등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
여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급식·상담·건강관리 등의 
생활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 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 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Q27-2. 아동의 정서안정 및 치유와 관련한 항목들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정서안정 및 치유

만족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6 - 7 1) 치료선생님의 관심도(친밀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치료선생님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상담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개인/가정별 맞춤형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이동수단(이동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 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 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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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3. 아동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문화적 격차 해소

만족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6 - 7 1) 지원(바우처)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지원 소비 가능 범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문화 활동 참석을 위한 
이동수단이 용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창의적인 활동의 참여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창의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 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 공감/소통 능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Q27-4. 아동의 교육기회 균등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교육기회의 균등

만족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1 - 2 - 3 - 4 - 5 - 6 - 7 1) 학습 필요물품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학습능력의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교육비 지원범위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사교육 지원 1 - 2 - 3 - 4 - 5 - 6 - 7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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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시설 이용자 조사 (시설장 대상) 

2019090903-0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 보완 및 개

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시설 대표님 또는 임원분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

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

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9. 9~10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엄진영 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윤진 전문연구원
061-820-2255

Part A. 시설 관련 일반사항

Q01. 시설장님께 여쭤보는 시설·종사자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응

답해 주세요. 

1.

시설 일반 현황

1-1. 센터 명칭

1-2. 센터 소재 지역 형태 
1) 대도시(특별·광역시)    
2) 중소도시(대도시 이외)   
3) 농산어촌(읍·면 소재) 

1-3. 센터 설립연/월 (           )년    (         )월
1-4.시설 운영일수 일주일에 (           )일
1-5. 시설 운영시

(평일기준)

여는 시간 오전 (     ) 시  (         ) 분

닫는 시간  오후 (     ) 시  (         ) 분
2.

센터 종사자

3-1. 상근종사자 수(현 인원) (                 ) 명

3-2. 자원봉사자 수 월 평균 (                    ) 명 

3.

이용 아동 현황 

4-1. 월평균 이용 아동 수 총 (                   ) 명
4-2. 이용 아동 중, 미취학 아동 (                  ) 명
4-3. 이용 아동 중, 초등학생 (                  ) 명
4-4. 이용 아동 중, 중학생 (                  ) 명
4-5. 이용 아동 중, 학업중단 아동 (                  ) 명
4-6. 이용 아동 중, 다문화가정 아동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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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아동 복지 관련 정책 인지도, 중요도, 효과성 

Q02. 귀하께서는 아래의 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포괄영역 복지서비스 모른다 알고 
있다

방과후 또는 
보호자 부재 

때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1. 초등돌봄 교실 1 2

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수련관, 문화의집 등에서 체험활
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서비스를 주5~6일 지원 1 2

아동의 
심리안정과 
건강을 위한

정서 및 
치유서비스를 

제공 

3.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의 양육 환경과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 1 2

4.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중독된 
아동의 치료지원 1 2

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를 지원 1 2

6.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또는 바우처를 지급 1 2

7. 학교우유급식 1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서비스의 
지원으로 

삶의질을 제고

8.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급 1 2

9.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 강좌를 위해 매달 8만원을 지원 1 2

10.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1 2

아동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적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11. 교육급여: 학교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1 2

12.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캠프, 박물관 견학, 심리 치료, 가
정방문, 학습준비물을 지원

1 2

13.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이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비를 현금지원

1 2

14. 언어발달지원사업: 자녀의 언어발달,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바우처 지원 

1 2

1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수강비를 지원 1 2

16.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1 2

17. 사랑의 그린PC 보급: 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 1 2

경상남도
지자체

자체사업

18. 급식비 및 급식카드 지급 1 2

19.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2

2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아동에게    자존감 
회복 위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제공 

1 2

21.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자녀 대상 방과후 학습비 지원 1 2

22.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해외 어학연수 지원 1 2

23.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공연관람 및 연극 실기 교육 등 지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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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아래의 표에 언급된 아동 관련 정부정책 목표가 아동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와 각 정책 목표가 아동 복지를 개선하는데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수 

척도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중요도

구분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확립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
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
스 제공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
사 참여 기회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
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1 - 2 - 3 - 4 - 5 - 6 - 7

Q04. (앞 문항에서) 대표적인 정책에 속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Q04-1.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도와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방과후 돌봄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선생님/관리자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선생님/관리자의 관심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선생님/관리자 등의 인력 확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이동수단 또는 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놀이와 오락 등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급식·상담·건강관리 등의 
생활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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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2. 아동의 정서안정 및 치유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정서안정 및 치유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사례관리자의 관심도(친밀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관련 인력 확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상담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개인/가정별 맞춤형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이동수단(이동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3)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Q04-3. 아동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과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문화적 격차 해소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지원(바우처)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지원 소비 가능 범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문화 활동 참석을 위한 
이동수단이 용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창의적인 활동의 
참여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창의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 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 공감/소통 능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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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4. 아동의 교육기회 균등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교육기회의 균등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필요물품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학습능력의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교육비 지원범위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사교육 지원 1 - 2 - 3 - 4 - 5 - 6 - 7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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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영역 복지서비스 모른
다

알고 
있다

방과후 또는 
보호자 부재 

때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1. 지역아동센터 1 2

2. 초등돌봄 교실 1 2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복지관, 수련관, 문화의집 등에서체험활동, 학
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서비스를 주5~6일 지원 1 2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복지 정책 조사(공무원 대상)
2019090903-1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 관련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복지 담당 공무원분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

사 부탁드립니다. 

2019. 9~10

문의 

사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엄진영 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윤진 전문연구원

061-820-2255

061-820-2026

DQ1.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지역과 담당업무를 적어주십시오.

1. 지역 (                ) 특별시/도 (              ) 시/군
2. 담당 업무

DQ2.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적어주세요. 

1. 성별  1) 남자          2) 여자
2. 연령  만 (         )세 

Q01. 귀하께서는 아래의 아동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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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영역 복지서비스 모른
다

알고 
있다

아동의 
심리안정과 
건강을 위한

정서 및 
치유서비스를 

제공 

4.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의 양육 환경과 발달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 1 2

5.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중독된 아동
의 치료지원 1 2

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를 지원 1 2

7.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또는 바우처를 지급 1 2

8. 학교우유급식 1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서비스의 
지원으로 

삶의질을 제고

9.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급 1 2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 강좌를 위해 매달 8만원을 지원 1 2

1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1 2

아동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적정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12. 교육급여: 학교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1 2

13.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에서 캠프, 박물관 견학, 심리 치료, 가정방
문, 학습준비물을 지원

1 2

14.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이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
비를 현금지원

1 2

15. 언어발달지원사업: 자녀의 언어발달, 언어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바우
처 지원 

1 2

16.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수강비를 지원 1 2

17.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1 2

18. 사랑의 그린PC 보급: 게 사랑의 그린PC를 무상 보급 1 2

각 지자체별
자체사업

(예시: 경남)

19. 급식비 및 급식카드 지급 1 2

2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2

2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아동에게 자존감 회복 위
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제공 1 2

22.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자녀 대상 방과후 학습비 지원 1 2

23.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해외 어학연수 지원 1 2

24.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공연관람 및 연극 실기 교육 등 지원 1 2

 

Q02. 귀하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가구 아동 복지서비스 중, 1번 표에 포함되

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Q03. 아래의 표에 언급된 아동 관련 정부정책 목표가 아동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차지하

는 중요도와 각 정책 목표가 아동 복지를 개선하는데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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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지 점수 척도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구분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혼자 있는 아동의
방과후 돌봄체계 확립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정서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아동의 문화행사, 
예술행사 참여 기회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교육급여 등을 통한 
아동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1 - 2 - 3 - 4 - 5 - 6 - 7

Q04. (앞 문항에서) 대표적인 정책에 속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현재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

세요. 

Q041. 방과후 돌봄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도와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방과후 돌봄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선생님/관리자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선생님/관리자의 관심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선생님/관리자 등의 인력 확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이동수단 또는 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놀이와 오락 등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창의적인 체험활동의 참여
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
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급식·상담·건강관리 등의 생
활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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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2. 아동의 정서안정 및 치유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정서안정 및 치유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사례관리자의 
관심도(친밀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관련 인력 확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상담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개인/가정별 맞춤형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이동수단(이동방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서비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학습능력의 상승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정서적 안정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3)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Q043. 아동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관련한 요인들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문화적 격차 해소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지원(바우처) 횟수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지원 소비 가능 범위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이동거리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문화 활동 참석을 위한 
이동수단이 용이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6) 창의적인 활동의 참여기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7)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8) 가족친밀도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9) 창의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0) 문화적/지리적 소외감 해소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1) 건강한 가치관 성립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12) 공감/소통 능력 향상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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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44. 아동의 교육기회 균등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서 귀하가 느끼시는 중요성과 현재 효

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중요도

교육기회의 균등

현재 효과적 운영 정도

중요도 
매우
낮음

<<<<<   
 >>>>>

매우 
중요

효과성
매우 
낮음

<<<<<    
>>>>>

매우 
효과적

1 - 2 - 3 - 4 - 5 - 6 - 7 1) 필요물품 지원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2) 학습능력의 향상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3) 교육비 지원범위 확대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4)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1 - 2 - 3 - 4 - 5 - 6 - 7
1 - 2 - 3 - 4 - 5 - 6 - 7 5) 사교육 지원 1 - 2 - 3 - 4 - 5 - 6 - 7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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