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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중국 다롄(大連)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 

-지역사회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정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중국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관련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복지욕구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 두 달 동안 중국 다롄시에서 지역사회위원회에 속한 

43명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와 아동의 복지욕구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에 기반한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 수립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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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복지욕구는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고등학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롄시의 현행 주요 

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주로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임시구호(臨時救助)제도, 자선총회(慈善總會)의 지원 프로그램,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제도[高中國家助學金制度], 직업고등학교 

(직업중등학교)의 교육비 지원, 임시물자구제(臨時物資救濟)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많은 요원들이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충족함 및 매우 충족함’(39.5%)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27.9%의 요원들은 ‘보통이다’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민간 지원에 대해서는 ‘충족함 및 

매우 충족함’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11.0%에 

불과했고, 34.9%의 요원들은 ‘보통이다’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요원들이 인식하는 앞으로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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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사회성(학교내 일반 활동), 교육(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 돌봄(방과후 및 방학중 돌봄 서비스)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었고, 현행 지원 수준이 낮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영역이 꼽히었다.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원인 최저생활보장 제도, 의무교육 제도 그리고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의 지원 강도가 부족함으로 앞으로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 및 교육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 보건의료에 관한 현행 

복지 정책은 지원하는 질환 종류 및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 가구 아동이 일반질환과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전단계에 대한 학교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단계의 교복비, 교재비 등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 제도인 중국의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 

가구 단위로 생계비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의 특성에 

근거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동의 발달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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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아동의 욕구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준과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욕구뿐만 

아니라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복지욕구가 있는가에 관한 

정보, 또한 생존에 관한 지원보다 아동발달단계에 초점을 둔 

지원대책의 현황과 필요성을 조사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롄시의 도시 빈곤 아동뿐만 아니라 

중국 타 도시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최저생활보장 제도 ,  최저생활보장 수급 가구 아동 , 

복지욕구,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학번: 2012-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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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아동권익공약>,1989). 그러나 취약계층에 속한 

아동, 특히 빈곤가구의 아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상기한 권리를 누리고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브론펜브레너 

(Bronfenbrenner,1994)의 생태학적 체계이론(human ecological 

systems theory)에 의하면, 아동의 발달은 아동의 개인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웃·학교·지역사회· 

국가·문화 등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아동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의 요소로서 아동의 영양섭취, 교육기회, 양육과 

주거환경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건강,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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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나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부모는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빈곤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mpers, Clark-

Lempers, & Simons,1989). 나아가 빈곤 자체와 빈곤의 여러 

관련 요소들은 가구 내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이됨으로써 

빈곤가정의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실업과 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빈곤의 세대 간 전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되기도 한다(박순자, 2007). 

빈곤을 겪는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중국은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그중에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과 가장 밀접한 지원 정책은 최저생활보장 제도, 

의무교육 제도 그리고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이다.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아동의 기본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9년 중국 전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의무교육 제도는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으로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는 2010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지원 내용은 입원치료비 및 외래진료의 중대질환 

치료비 두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지원 



 

 

3 

정책은 모두 수급자 가구 아동의 생계유지 및 기본적 생존 

욕구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 가구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정 욕구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욕구 및 생계에 

관한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발달단계 별로 어떤한 욕구가 있는지, 또한 지원 현황이 발달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구 역시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에서 빈곤아동에 관한 연구는 농촌 빈곤 

아동, 고아, 노숙인 아동, AIDS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梁慧穎•宋玉奇, 2008). 빈곤아동의 63.2%를 

차지하는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張時飛·唐均, 2009).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한계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수급자 가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아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둘째,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에 관한 복지욕구 및 생활 실태에 관련된 정부 조사는 

대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 시기 이후에 연구소 또는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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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한 욕구조사가 여럿 실시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특정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포괄적 욕구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선행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대도시, 특히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도시별 

발전의 편차가 매우 크다. 베이징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복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고 

상하이시는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되었으며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도시들과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를 기반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여타 도시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넷째, 선행연구 

조사의 대상자를 보면 모두 수급자 가구 아동이나 부모에 

한정되어 있고, 전달자를 인터뷰 대상자로 한 조사는 없었다.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專幹]은 정부 지원 정책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수급자 가구를 관리하면서 이들의 민원을 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수급자가 아닌 전달자 즉,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시각에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복지 정책/서비스와 복지욕구의 부합 수준, 복지 체계의 

보완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요약하면 중국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욕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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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어떤 복지욕구가 있는가에 관한 

정보, 또한 생계에 관한 지원보다 아동발달단계에 초점을 둔 

지원대책의 현황과 필요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술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베이징과 상하이 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아동에 초점을 맞춰 수급자가 아닌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시각에서도 이들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의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다롄시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위원회에 속한 최저생활보장 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포괄적 복지욕구와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와 아동의 

복지욕구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기반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다롄시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專幹]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복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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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현황,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3: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제 3 절 연구 분석틀 

 

위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롄시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의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부합 정도를 

규명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모형은 아래[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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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각 연구문제 별 구체적인 분석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1) 양적 방법 

①전반적인 복지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②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른 복지욕구 필요성의 재분류가 

어떠한가? 

(2) 질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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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복지정책 수립 전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②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는가?  

 

연구문제 2: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1) 양적 방법 

①다롄시의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2) 질적 방법 

  ①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급 자격은 어떻게 

심사되는가? 

  ②수급자 가구 아동이 특정 욕구/문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③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가?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3: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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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 

(1) 양적 방법 

①최저생활보장요원은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②최저생활보장요원이 인식한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가 무엇인가? 

(2) 질적 방법 

  ①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가정(친척),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은 각각 어떠한가? 

②실제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복지 정책/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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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최저생활보장제도 

 

1.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전개 과정 

 

‘최저생활보장제도’(最低生活保障制度)란 국가가 소득이 ‘최저 

생활보장 기준선(低保標準)’에 미달하는 국민에게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지원 

제도다. 그 목적은 생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목표 대상은 실업자, 퇴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실제 

모든 가구소득(평균 1인당)이 최저생활 기준선에 미달한 

빈곤층이다. 

본 제도의 수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국 경제 체제 

개혁과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피고용인들은 많은 국영 기업들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결과 중국 사회에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그로 인하여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많은 

실업자들은 중국 도시 사회의 빈곤 인구 집단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부터 상하이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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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 제도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1998년까지 중국의 581개 도시들이 잇달아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에 중앙정부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조례>(<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條例>)를 공포한 후에 전국 668개 

도시들이 모두 정식으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聶誌堅, 

2007). 이 제도는 도시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중앙정부는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농촌 지역에까지 확산되었다. 

중국 지역 경제 발전 수준의 불균형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수급 자격 기준과 지원 금액은 지방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다(聶

誌堅, 2007). 기준 설정의 참고 요소는 해당 도시에서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미성년자의 교육비용으로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시로 조절한다.  

 

2. 다롄시 최저생활보장제도 현황 

 

(1) 다롄시의 규모 

다롄시는 랴오닝 성((遼寧省, Liaoning Province)의 도시로 

인구는 668만 명, 면적은 13,237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 

동부 지역의 유명한 항구 도시이자 교육 및 관광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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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중앙정부가 최초로 선정한 14개 경제 개방 특별시의 

하나로서 다롄시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무역도시이다. 다롄시의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이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같은 대도시만큼 발달된 수준은 아니지만 서부와 중부 

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발달된 도시로서, 중국의 도시 규모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2) 다롄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다롄시 최저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는 

첫째, 다롄시에 호적을 둔 주민, 둘째, 평균 1인당 가구소득이 

다롄시 최저생활 기준[低保標準]에 미달할 것, 셋째, 실제 

생활수준이 다롄시 주민의 최저생활 기준[低保標準]에 미달할 

것과 같은 기준이 있다. 최저생활 기준[低保標準]이란 2015년 

기준으로 다롄시 도시 호적을 둔 수급자의 최저생활 기준은 

1인당 월 570위안, 다롄시 농촌 호적을 둔 수급자는 1인당 월 

340위안이다. 또한 급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다. 

최저생활보장의 신청 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 자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그 다음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위원회의 근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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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 조사 기록서>[入戶調查登記表]를 

작성한다. 가정방문 후에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주민센터에게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다음 단계로 

주민센터가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에 

공지문을 붙여 7일 동안 공지한다.  7일 내에 주민들의 이의가 

없으면 주민센터가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구 민정국에 제출하여 구 민정국은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에 통과하면 비로소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림 2] 최저생활보장 수급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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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롄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행정 체계 

중국의 도시 행정 구조는 도시 지역을 나누는 구(區, 

district)와 농촌 지역을 나누는 읍(縣，country)으로 구성된다. 

최저생활보장 업무를 관리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정국(市民政局), 

구민정국(區民政局), 주민센터의 민정사무실[民政辦公室], 그리고 

지역사회위원회[社區居委會,community committee]의 최저생활 

보장 요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롄시의 행정 구조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현재 다롄시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과 농촌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급환경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수급 기준선이 도시의 수급 기준선보다 약간 낮다. 둘째, 

가입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다르다. 이외에 교육 지원 정책 부분에 

있어 처우의 차이가 없고 나머지 수급자 가구 아동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 본 연구가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선행 연구가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에 관한 조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다롄시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는 총 수급자 가구 아동의 63.6% 

(2015년 통계)정도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셋째, 인터뷰 가능한 지역사회위원회는 대부분 다롄시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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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역에 있어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아동은 거의 도시 

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롄시의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관련된 

지원 정책/서비스 현황, 복지욕구 및 지원 현황의 부합 수준에 

주목하기로 한다. 

 

[그림 3] 다롄시의 행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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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 

 

1.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정의 

 

중국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은 

도시에 호적을 둔 ‘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구의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중국 학계에서는 ‘도시 빈곤 인구’의 구성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무능력자(無能力者)로서 노동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부양자가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고아, 노숙인 

아동, 빈곤 가구의 아동, 무보장(無保障) 노인①,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이다. 둘째, 노동 능력이나 소득이 있지만 ‘지위’와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해고를 당한 실업자, 도산 

기업의 직원, 퇴직금을 못 받은 퇴직자 등이 해당된다 

(唐鈞，2003). 

‘도시 빈곤 인구’의 개념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개념을 

결합하면,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은 도시 빈곤 아동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의 부양자는 질병, 학력, 연령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지위’ 혹은 ‘기회’를 상실한 저소득자들이다. 도시 

                                            
① 무보장(無保障) 노인은 근로자 사회보장이 없는 노인, 노동능력이 없

는 노인, 돌봄을 해주는 자녀가 없는 노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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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 아동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한 아동 계층을 의미한다.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연구 범위를 ‘다롄시에 도시 호적을 둔 수급자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아동’으로 한정한다. 

 

2.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과 발달 모델 

 

(1) 아동 발달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 발달과 빈곤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선 생태학적 체계이론(human ecological 

systems theory)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태체계학적 모델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human 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 체계를 아동과의 근접성 및 영향력에 따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한다. 

이때 이중 한 부분만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아동빈곤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Belsky, 1993).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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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아동 발달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있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시체계인 아동의 개인 상황, 양육환경, 교육 환경, 지역사회 

주거환경은 아동발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근접환경이다. 여기에는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족· 

친구·이웃·유치원·학교도 포함된다. 중간체계는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즉 환경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강란혜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 아동의 생태체계학적 모델을 아동의 

개인적 상황,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아동 발달의 생태체계학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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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발달은 개인적 상황, 

가정 환경, 학교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네 가지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시 빈곤 아동을 대표하는 도시 수급자 아동의 발달 환경 

체계를 일반 아동의 발달 환경체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특수한 요소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특수한 요소가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험모델(risk model)을 도입하고자 한다. 

 

(2)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위험모델(risk model) 

  ‘위험모델(risk model)’은 위험요소(risk factor)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위험요소(risk factor)란 부정적인 발달 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이다(Compas, Hiden&Gerhardt, 1995). 

위험모델은 빈곤아동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빈곤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아동보다 더욱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Huston, 1991; MaCormick& Brooks-Gunn, 

1989). 예를 들면 빈곤층 아동들은 출생시 몸무게도 적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도 낮으며, 부모의 실직, 어머니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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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결핍,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 또는 부적절한 양육 

등과 같은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빈곤관련 위험요소(poverty factor)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Elder, 1974).  

빈곤 아동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를 위의 네 가지 

생태체계학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아동의 개인적 위험요소 

  빈곤 아동의 개인적 위험요소로는 신체 및 정신의 장애, 

만성질환, 발육상태 부진, 낮은 지능, 충동이나 우울성향 등을 들 

수 있다(조흥식  외,2000).  

빈곤계층의 아동 중 10~20%는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다(Malone, 1971). 또한 빈곤아동의 문제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심리적 문제는, 전문가, 교사, 부모들 역시 자주 

지적하는 문제로, 우울과 불행감, 충동성 등이 대표적이다 

(한충효, 1982). 이와 관련된 중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 

가구 아동의 발달 장애는 주로 발육상태 부진, 우울과 불행감 

그리고 낮은 자신감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②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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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환경 관련 위험요소로는 편부모와 같은 구조적 결손, 

부모의 우울이나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 

부모의 신체적 질환, 자녀학대나 배우자학대, 부부갈등 및 

가족해체,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부모의 낮은 사회지위나 실직 

등이 있다(조흥식 외, 2000). 빈곤 가정의 보호자는 자신의 

경제력이나 건강 수준의 한계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양육 시간과 능력을 결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상술한 위험요소를 가질 가능성이 일반가정보다 더 크다. 또한 

가족매개모형(family mediation model)에 따르면 실직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결핍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다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등의 가족관계, 자녀의 사회정서적, 학습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onger et al, 1990). 

중국의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보호자는 대부분 실업자,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 중대질환 환자, 이혼자, 비정규직 종사자 

등이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 부모의 교육 수준이 일반 가구 

부모보다 낮다는 특징은, 바로 빈곤의 원인인 동시에 빈곤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원인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이혼율은 일반 가구보다 높고 한 부모 가정의 

비율도 일반 가정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尹志刚·洪小良,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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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환경적 위험요소 

  학교는 사회적 통합과 통제, 개인의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개인 

및 사회발전의 전인격(全人格) 형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관련 문제에는 학교 생활 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업부진, 

또래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교사와의 갈등관계 등이 

있다(이태인, 1996). 아동들이 생활하는 환경 중에서도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곳이며, 교사나 친구와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선, 1999). 하지만 중국의 

빈곤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인구 집단으로서, 학교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적응,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에서 의무교육 단계의 아동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된 

학교에 다닌다. 수급자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은 

다른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일반 

가구의 경우, 지정된 학교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아동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지만 수급자 

가구는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이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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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수급자 

가구 아동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빈곤 가구 아동의 학교 문제가 

대부분 교육비 부족, 학교 활동 참여 부족, 학습 환경 결핍, 학교 

심리적 지원 결핍 등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적 위험요소 

지역사회적 위험요소로는 물리적인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심리 사회적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주거는 아동의 

기본적인 환경으로서 아동의 초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흥식 외, 2000). 주거의 적합성 기준으로는 주거밀집도, 

위생시설이나 상하수도의 상태, 일조상태, 방의 거주자 수, 

최소한의 생활환경 조건 등이 고려된다(이순형 외, 1991). 

중국의 도시 빈곤층 거주 공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급자 

가구와 같은 도시 빈곤층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도시 

빈민가’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한다(陳果, 1998). 이러한 

지역사회는 보통 낮은 수준의 시설과 문화생활, 불안정한 치안, 

낙후된 복지 서비스, 불충분한 정부 재정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달 수준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자원에 한계가 



 

 

24 

있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방해요소가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낮은 문화생활 수준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방해가 되며 

불안정한 치안은 수급자 가구의 아동 돌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위험모델(risk model)에 의하면 빈곤 가정의 아동은 

개인적 발달 수준, 가정 양육 환경, 학교 교육 환경, 지역사회 

거주 환경 네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위험요소에 노출된다. 또한 위험요소는 빈곤 아동의 생태체계 

환경에 작용하여 빈곤 아동의 생태체계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 아동은 이러한 위험한 생태체계 환경 

내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위험노출 및 

제약은 모두 빈곤 아동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성취하는 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장애들이 누적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도시 빈곤 아동의 63%를 차지하는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은 도시 빈곤 아동의 가장 큰 인구 집단으로서 

빈곤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가, 또한 

어떤 복지욕구가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張時飛·唐均, 2009). 

따라서 중국 도시 빈곤 아동의 대표적 사례인 도시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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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제 3 절 복지욕구 

 

1. 복지욕구의 개념  

 

중국 학계에서 복지욕구는 사회생활 가운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욕구로 정의된다. 만약에 이런 결핍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王磊, 2012). 

복지욕구에 관한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관점은 복지욕구의 

기본은 인간욕구이며,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가구의 욕구, 

지역사회의 욕구도 복지욕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욕구는 개인의 필수적인 욕구 및 사회 환경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景天魁, 2010). 일반적으로 

욕구는 특정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욕구다. 

복지욕구가 이러한 인간욕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달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의 제한된 노동 및 경제 

수단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의미한다(範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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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아동의 복지욕구 

 

아동 복지욕구의 이론적 기초는 인간욕구 이론이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은 매슬로의 욕구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이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의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①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②안전의 욕구(Safety needs）, ③사랑의 욕구(Love need）, 

④존경의 욕구(Self-esteem need), ⑤자아실현의 욕구(Self-

actualization need）가 그것이다 (Maslow, A.H, 1954). 대만 

학자 증원화(曾源華)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에 

초점을 두고 아동 복지욕구를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孫瑩等 , 

2004). 

① 기본적인 생활 돌봄 욕구: 가정과 사회는 아동에게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생활과 양육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한 돌봄의 욕구: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돌봄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좋은 가정환경에 대한 욕구: 가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친밀함과 적당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교육에 관한 욕구: 사회는 아동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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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⑤ 여가에 관한 욕구: 가정과 사회는 충분한 여가 장소, 여가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여가 생활 관리의 

습관을 키워 주어야 한다. 

⑥ 사회생활능력을 갖추려는 욕구: 가정과 사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 인간관계, 생활력, 적응능력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키워주어야 한다. 

⑦ 정신 건강의 발전에 대한 욕구: 가정과 사회는 아동청소년이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⑧ 안전에 관한 욕구: 아동의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이익 등에서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증원화(曾源華)의 아동 복지욕구 관점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도시 수급자 아동의 특수한 

복지욕구에 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도시 수급자 아동의 

특수한 복지욕구는 빈곤에 영향을 받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발달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의 수급자 가구 아동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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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에서 행해진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에 관한 복지욕구 

조사 연구 총 16편을 참고하여, 빈곤 때문에 고통 받는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 아동과 구별되는 특성을 

아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1) 신체적 발달의 제약 

실제 조사에 의하면 수급자 가구 아동의 영양 섭취 수준은 

‘배를 곯리지 않는 욕구’만 충족하는 정도여서 아동의 영양 

섭취와 신체 건강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梁慧穎·宋玉奇, 2008). 수급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동의 고기, 생선 섭취는 최대 1주에 1~2번 정도뿐이다. 

채식이 수급자 가구 아동의 주식이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격이 가장 싼 야채만을 구입하는데, 야채 가격이 

비싼 겨울에는 야채를 구입하는 대신 장아찌 등의 저장식품류만 

먹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아동은 과일이나 간식을 

먹을 기회가 매우 적고, 부모 역시 아동에게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李敏, 2009). 이렇듯 수급자 가구 아동의 음식 

섭취 수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빈곤 아동의 영양 섭취 및 

신체적 발달 수준이 매우 저하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9 

(2) 심리 및 인지적 발달의 장애 

수급자 가구 아동은 자아존중감 및 자신감이 일반 아동보다 

훨씬 낮다는 특성을 갖는다(馮曉航·張向葵, 2008). 이러한 특성의 

원인은 수급자 가구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자원이 일반 

아동보다 부족하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수급자 가구 

아동의 경우 물질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내면적인 자아 인식에 

대한 평가는 일반 아동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馮曉航,2008). 

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낮다. 2011년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대다수 아동이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들은 보편적으로 

우울증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여주었다(畢英美, 2011). 

 

(3)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및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제한 

빈곤은 수급자 가구의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의 교육 

문제다(李敏, 2007).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단계 같은 

비(非) 의무교육단계에 이르면 수급자 가구가 사실상 교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수급자 가구 아동 대부분은 일반 아동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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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미래 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梁慧穎·宋玉奇, 2008). 

2003년에 실시된 중국 10개 도시의 수급자 가구 아동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은 도시 일반 

아동보다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수급자 가구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제반 교육 환경은 일반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그것보다 낮고, 수급자 가구 아동의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일반 아동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수급자 가구 아동들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빈곤이 수급자 가구 아동의 교육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孫瑩·周曉春, 2003).  

수급자 가구의 양육환경 역시 아동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梁慧穎·宋玉奇, 2008). 수급자 아동은 대부분 적당한 

학습 장소가 없으며, 필요한 문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수급자 

부모는 생계유지에 시간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가정교육 

분위기도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唐鈞, 2005). 게다가 학습 

지도에 관한 투자가 거의 없어서 아동들의 학습 욕구 역시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요컨대, 상술한 모든 요소들이 수급자 

가구 아동의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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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건 기회의 불평등 

의료보건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예방접종이다. 2003년 전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수급자 가구 아동이, 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비로 받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 또한 수급자 가구 아동의 1/3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이유도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孫瑩, 

2005). 한편 수급자 아동이 아플 경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李敏, 2009). 수급자 아동은 보건의료 

기회에서도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5) 사회성 계발 제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학교 활동 등 사회생활에의 참여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이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소풍이나 캠프 같은 학교 활동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陶傳進·欒文敬, 2008). 또한 친구와 같이 놀러나갈 돈이 없어서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李敏, 2007). 따라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또래관계는 수동적이고, 사회성 역시 일반 아동보다 

결여되어있다는 특성을 보인다(陶傳進·欒文敬, 2008). 또한 

수급자 가구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여가생활의 기회 역시 

적다(<도시 빈곤가구 아동의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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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예를 들면, 수급자 가구 아동은 영화관이나 공원에 간 

적이 거의 없고, 서적을 구입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聯合調查 

組,2000). 이처럼 경제 수준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또래관계 

발전 및 사회성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특징을 요약하면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는 주로 

아래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양 지원: 수급자 가구의 음식 소비 수준이 아동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수 없다. 

둘째, 의료보건 비용 지원: 아동 중대 질환의 치료비는 수급자 

가구에게 부담스러운 지출이다.  

셋째, 학교 교육비 지원: 학비를 면제하고 있지만 기타 

교육비용 지출(급식비, 교복비, 교재비, 학교 활동비용 등)이 

수급자 가구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넷째, 학습 환경의 지원: 수급자 가구의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아동이 집에서 활동할 공간 및 공부하는 장소가 부족하다. 

다섯째, 문구 지원: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문구 지원이 

부족하다. 

여섯째, 여가생활 지원: 수급자 가구는 아동의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할 만한 경제력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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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사회성 계발 지원: 수급자 가구 아동은 사회 활동의 

참여도가 낮아 이에 대응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덟째,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 수급자 가구 아동은 가구소득, 

부모 이혼 등 가정 문제 때문에 보편적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불안감, 우울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 관련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태체계학적 모델과 위험모델을 통합 적용하여 분석틀을 

만들면 아래 [표-1]과 같다. 음영처리부분은 기존 연구와 

관련된 중국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이고 

비음영처리부분은 위험요소에 따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빈곤 

아동의 복지욕구이다. 이 분석틀은 빈곤을 겪는 아동의 

위험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빈곤 아동의 복지욕구를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인 근거 

기반으로서 본 연구의 인터뷰의 질문 설계는 바로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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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태체계모델과 위험모델의 틀에 기반한 중국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개인적 

욕구 

가정환경에  

관한 욕구 

학교 환경에 

관한 욕구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욕구 

영양 섭취 

지원 

부모 상담 서비스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 환경의 치안 

보장 

진료비 

지원 

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의 

복지시설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단기 보호/돌봄 

지원 
문구 지원 아동의 활동 장소 

약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학교 활동 

참여 지원 

아동의 여가 생활 

계발 지원 

심리적 

향상 지원 

아동 학대/방임에 

관한  지원 

학습 장소 

지원 
 

사회성 

계발 지원 
   

 

[표 1]은 생태체계모델과 위험모델의 틀에 기반한 중국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음영처리 부분은 

기존 연구와 관련된 중국 도시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가 

대부분 개인적 욕구, 학교 환경에 관한 욕구, 즉 기본적 생존 

욕구 및 교육에 관한 욕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환경에 관한 욕구 및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욕구, 즉 생활 

수준과 자아실현 향상에 관한 욕구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존 조사의 시기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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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최근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가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관한 욕구 및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욕구, 두 가지 분야의 복지욕구를 

포함하여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이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욕구가 어느 수준인가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중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주요 진료비 지원과 약비 지원(개인적 

욕구), 생활용품 지원(가정환경에 관한 욕구), 교육비 지원(학교 

환경에 관한 욕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원 분야를 보면 대부분 

기본 욕구에 관한 지원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구체적인 지원 

현황은 다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다른 분야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하기로 하였다. 

 

제 4 절 중국의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현황 

 

빈곤을 겪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36 

위하여 중국 정부는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의 지원 체계는 앞부분에 서술한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제외하고 크게 교육 지원 및 보건의료 지원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여 이를 체계화한 도식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교육 지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 및 고등학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양면일보(兩免壹補) 정책’과 무료 

교복 정책이 실시된다. 고등학교 단계에는 일반고등학교에 

국가보조금제도가 있고, 직업고등학교는 따로 관련된 교육비 

지원이 있다. 보건의료 지원은 도시 주민 중대질환의료보험제도, 

임시구호제도, 자선총회(慈善總會)②의 지원, 비정부 기구의 지원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또한 임시물자구제라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② 자선총회(慈善總會): 즉 중화자선총회(中華慈善總會, China Charity 

Federation)이다. 현재 중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적 자

선 조직으로서 이를 주관하는 기관은 중국 정부이다. 이의 재정은 사회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업무 범위는 주로 기부를 받고, 국제사업이나 서

비스 센터를 설립하며, 사회 구호를 실시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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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현황 

*다롄시 및 베이징시에만 제공함 

 

 

 

 

 

 

 

 



 

 

38 

제 3 장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복지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현황, 그리고 복지욕구와 지원체계의 

부합 수준에 관한 정보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한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부분에 관한 정보는 정부 공문, 연구 보고서, 다롄시 

민정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확인과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롄시 민정국, 다롄시 교육국, 다롄시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 

(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다롄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관련 

근무자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 1 절 자료수집 방법 

 

인터뷰 조사의 샘플링 방법으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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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은 

연구자가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몇 명의 목표 모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대상자들에게 다시 알고 

있는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다. 

보통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표집방법이다(Babbile, 2010). 중국은 인터뷰 조사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부조사가 아니면 대부분 설문지나 인터뷰 

조사를 거부한다. 이러한 중국 내의 인터뷰 대상 표집의 

어려움을 고려해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중국 랴오닝 성(遼寧省, Liaoning Province) 다롄시(大連市)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우선 다롄시 내 총 여섯 개 구(區) 중에 

간징쯔구(甘井子區), 시강구(西崗區), 중산구(中山區), 사허커우구 

(沙河口區) 네 개 구(區)를 선정하고, 이들에 속하는 주민센터[街 

道, Sub-district] 중에 11개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수급자 가구가 많은 지역사회위원회에 전화해서, SS지역사회 

위원회， ZY지역사회위원회, LS지역사회위원회 세 지역사회위 

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선정하여 이 세 명을 시발점으로 

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총 4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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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 요원을 인터뷰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제 2 절 자료수집 대상자: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특성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다롄시 지역사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專幹]이다. 이들을 통해 연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근무하는 기관, 즉 지역사회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주의 지역사회위원회의 성격 

 

‘Community’라는 단어는 중국에 도입되었을 때, 중국어인 

‘사구’(社區)로 번역 되었다(趙勤·周良才，2007).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지역사회위원회는 바로 ‘사구’를 의미한다. ③  ‘지역사회 

위원회(社區居委會,community committee)’라는 개념은 중국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고 교육하며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층 대중 자치 조직이다(蕭菲, 2012). 

                                            
③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위원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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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보면 인민 자치 조직이지만 실제 운영 성격은 정부의 

기층 권력으로서 주민센터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사회주의 

사회의 기층 통치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의 근무를 보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社區民政專 

幹]은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수급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로서 바로 본 연구 인터뷰의 대상자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위원회 근무자가 지역 주민의 

가정환경을 잘 파악해야 한다. 주민들 사이에 일상적인 가정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위원회의 근무자가 이에 개입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수급자 가정은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행정 기관이 바로 지역사회위원회이다. 다롄시 

지역사회위원회를 그 규모 면에서 보면, SS지역사회위원회에서 

거주하는 가정은 총 2,559가구, 그 중에 수급자 가구는 

22가구이고, 아동이 있는 수급자 가구는 8가구이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 요원 한 명이 관리하는 수급자 가정의 수가 매우 

적어서 수급자 가정의 생활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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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자료수집 대상자로 선정한 근거 

 

지역사회위원회는 정부 기층 통치 기관으로서 상위 기관인 

주민센터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주요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요원은 

최저생활보장 수급 상담, 접수, 대리 신청한다. 둘째, 신청자에 

대한 가계조사와 가정 방문에 참여한다. 셋째, 수급자의 자료를 

관리한다. 넷째, 최저생활보장에 관련된 정책을 홍보한다. 다섯째, 

수급자 재활 상황을 파악한다. 여섯째, 수급자 재활, 사회 활동 

등 기타 업무를 관리한다. 일곱 째, 수급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위원회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인터뷰 

대상자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근무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수급자 가구 아동)와 직접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으로서, 소비자의 생활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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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Siegel 외,1978;Neuber 외,1980). 

다롄시의 경우 최저생활보장 요원 한 명이 관리하는 수급자 

가구의 수가 매우 적고, 다롄시 SS지역사회위원회를 예로 들면,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한 명이 관리하는 수급자 가정은 22개이고 

그 중에 아동이 있는 가정은 8개이다. 또한 수급자 가구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수시로 가정 

방문을 실시한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복지욕구와 현재 지원 

체계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수급자 가구 

한 가구에 직접 인터뷰할 경우,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케이스 

수가 큰 데 반해, 최저생활보장 요원에 인터뷰 할 경우 기존에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파악하고 있는 아동의 복지욕구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최저생활보장에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위원회에서 다른 

지원 서비스를 함께 관리한다. 그러므로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수급자 가구의 구성원보다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인터뷰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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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제 3 절 인터뷰 질문지의 문항구성 

 

본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동시에 자료분석의 

편의를 위해 양적 방법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과 질적 방법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터뷰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지원 

체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지 문항 구성은 

관련 이론, 중국 선행연구의 조사 결과, 한국 사회복지 영역 중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연구의 설문지, 그리고 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연구의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의 설문지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택하여 본 설문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추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항을 설계하여 본 

연구의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부록 1] 참조) 

질문지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A-D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한다.  

첫째, 'A. 수급자 가구 아동 복지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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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다. 이 부분에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내용과 관련 문항은 앞부분 [표 1]에 정리된 생태체계학적 

모델과 위험모델을 통합 적용하는 분석틀을 기반으로 문항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개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네 가지 생태체계학적 환경을 분류한다. 아동개인 

환경에는 영양 욕구에 관한 문항 1개, 보건의료 욕구에 관한 

문항 4개, 심리 욕구에 관한 문항 2개, 사회성계발에 관한 문항 

1개를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가정환경에는 돌봄 욕구에 관한 

문항 4개, 부모와 자녀관계 욕구에 관한 문항 2개를 설계하였다. 

학교환경에는 교육 욕구에 관한 문항 7개, 사회성 계발 욕구에 

관한 문항 1개를 설계하였다. 지역사회환경에는 주거환경 욕구에 

관한 문항 1개, 여가생활 욕구에 관한 문항 2개를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분석의 편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B.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다. 이 부분에서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관련된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다롄시 수급자 가구 아동에 실제 

제공되는 지원 정책/서비스 그리고 지원의 주체를 파악했다. 

또한 실제로 제공하지 않지만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서비스를 파악하기로 한다. 이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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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현 복지 정책/서비스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구성은 주수경(2005)이 제시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지'에서 10개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또한 장남(2011)의 “중국 학교사회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설문지”에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관한 세 가지 

문항을 참고, 보완하여 작성했다.  

셋째, ‘C. 부합 수준 및 지원 체계 현황'이다. 이 부분에서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현 지원 체계의 부합 수준, 또한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해 질문했다. 문항 1-2는 복지욕구와 

지원체계의 부합수준에 관한 질문이다. 물론 B의 문항을 통해서 

이미 양자의 부합수준을 알아볼 수 있지만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및 앞부분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현 지원 

체계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요원의 주관적 생각에 대해 질문하면 자료 분석 

과정에 이 부분과 B부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문항3은 

최저생활보장 수급가 가구 아동 자격 심사 절차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 4-5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의 진단 및 

파악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 6은 복지욕구의 의뢰 및 전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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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질문이다. 문항 7-8은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 9는 지원 체계에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 

비율에 관한 질문이다. 문항 10은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요원의 제안에 대해 질문했다. 

넷째, ‘D.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專幹]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이다. 이 부분에서는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專幹]의 

성별, 연령, 근무 경험, 지역사회의 정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에 대한 타당도와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다롄시 최저생활보장 요원에게 사전 전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급자 가구 아동의 담당 교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질문 문항을 적절하게 보완했다.  

 

제 4 절 자료 분석 방법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양적자료인 구조화된 문항 부분의 자료는 코딩 

(coding)과 자료입력 작업을 통해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코딩작업을 통해 구조화된 문항을 숫자 형태의 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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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켰다. 이 코드들은 각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값을 

반영하고, 결국 자료파일 내에서 할당된 위치를 나타낸다(Earl R. 

Babbie, 2010).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SPSS 자료 형식으로 

입력하고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질적자료인 반구조화된 문항 부분의 자료는 코딩-

메모작성-개념지도화 세 가지 절차에 따라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아홉 개 반구조화된 문항별로 코딩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코드화하면서 메모작성(memoing)를 통해 반구조화된 

문항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메모작성(memoing) 이란 

현장기반이론과 같은 질적 조사분석을 위해 기록이 자료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메모는 개념을 묘사하고 정의하며 

방법론의 이슈를 다루거나, 또는 초기 이론형성을 가능하게 

만든다(Earl R. Babbie, 2010). 마지막으로 개념지도화하여 

메모작성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념지도화(concept mapping)란 

이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개념들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픽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의하여 질적 

자료를 개념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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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결과 및 분석 

 

 

총 43 개 지역사회위원회[社區居委會, community committee] 

에 근무하는 43명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대상자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에 따른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근무 기관과 소속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근무 기관과 소속 

구(區) 주민센터(街道) 지역사회위원회(社區居委會) 

간징쯔(甘井子） 4 31 

시강(西崗) 2 5 

중산(中山) 2 2 

사허커우(沙河口) 3 5 

합계 11 N=43 

 

2015년 2월말 기준 통계치에 따르면 다롄시의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인구의 수는 모두 103,306명이며, 그중에 도시 호적 

수급자는 50,910(49.3%)명, 농촌 호적 수급자는 52,396(50.7%) 

명이다. ④  또한 수급자 인구 중에 0세-18세의 아동은 총 

                                            
④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 및 농촌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차이

점: 첫째, 농촌의 수급 기준선이 도시의 수급 기준선보다 낮다. 둘째, 

의료보험제도가 다르다. 이외에 교육 지원 정책 부분에 대해 대우의 차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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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4명이고 그중에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는 

63.6%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수급자 가구 아동의 호적 분포는 아래 [표 3]와 

같다. ⑤ 

 

[표 3] 2015년 다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호적 분포 

호적 재학 아동(명) 기타 아동(명) 합계 

도시 6,890 1,585 
8,475 

(63.6%) 

농촌 4,041 818 
4,859 

(36.4%) 

합계 
  

13,334 명 

 

표집한 네 개 구(區)는 다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각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절반 이상(63.89%)이 간징쯔구(甘井子區)(1위) 

및 사허커우구 (沙河口區)(2위)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표 4] 2015년 다롄시 중심지역 네 가지 구의 수급자 가구  

아동의 분포 

구(區) 아동의 수(명) 백분율(%) 

간징쯔(甘井子） 1486 36.5 

                                            
⑤ 통계 출저: 다롄시 시민정국 사회구제처(社会救济处):<시민 정부 공

개 정보 신청에 관한 고지서>2015006(<大连市民政局依申请公开政府信

息告知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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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허커우(沙河口) 1115 27.4 

시강(西崗) 816 20.0 

중산(中山) 655 16.1 

합계 4072 100 

 

 

제1절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일반적 특징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30~45세(62.8%)의 연령범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81.4%의 대상자는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근무 기간은 

대부분 5년 미만 (51.2%)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관리하는 지역사회내에 수급자와 수급자 가구 아동의 

특징은 요원당 평균 43개의 수급자 가구를 관리하며, 요원당 

9명의 수급자 가구 아동을 관리하고 있었다. 요원당 관리하는 

가구와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복지욕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한 대상자 

규모라 파악된다. 

 

 

 



 

 

52 

[표 5]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일반적 특징 

(N=43) 

구분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여 43 100.0 

연령 

30세 

미만 
4 9.3 

30~45

세 
27 62.8 

45세 

이상 
12 27.9 

자녀 유무 
있음 35 81.4 

없음 8 18.6 

근무 기간 

5년 

미만 
22 51.2 

5~10년 14 32.6 

10년 

이상 
7 16.3 

구분 Mean 
Minimu

m 

Maximu

m 
SD 

요원당 수급자 가구의 수 43 4 91 
20.

8 

요원당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 
9 1 32 6.9 

 

 

제2절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1. 양적 자료 분석 

 

(1)  전반적인 복지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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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 요원이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총 25 가지 복지욕구에 대해 하나씩 

체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설계했다. 각 복지 욕구의 평점은 

[표 6]과 같다. 총 25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평균치가 4점 

(필요하다) 이상인, 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욕구는 다섯 

가지이다.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M=4.4)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M=4.3),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M=4.2),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M=4.2), 

보건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M=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반적인 복지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복지욕구 N Mean 

Std. 

Deviation 

보건4:중대질환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4.4 .85 

교육20:고등학교 학비 43 4.3 .71 

교육21: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43 4.2 .72 

교육18:초•중•고 학교 급식비 43 4.2 .89 

보건3:외래 및 입원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4.1 .82 

돌봄9:방학중 돌봄 서비스 42 3.9 .78 

돌봄8:방과후 돌봄 서비스 43 3.8 .71 

여가25:문화장소 방문 기회 43 3.7 .85 

교육15:학기중/방학중 학습 지도 43 3.7 .77 

교육17:과외 비용 43 3.7 1.09 

교육19: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 43 3.6 1.00 

보건2:약비(비처방약） 43 3.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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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24:취미 생활 계발 43 3.6 .82 

영양1:영양 섭취 43 3.6 .93 

사회성26: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43 3.6 .83 

주거23:복지시설/장소와 관련된 욕구 42 3.5 .92 

사회성27:학교내 일반 활동 비용 43 3.5 .96 

돌봄10:시간제 단기보호 서비스 43 3.5 .94 

심리6:개인 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43 3.4 1.03 

보건5:예방접종 비용 43 3.4 1.07 

심리7:심리적•인지적인 수준 향상에 관한  

지원(예방 차원) 
43 3.4 .97 

교육16:학습 장소 42 3.3 1.03 

부모자녀관계13:학대에 관한 발견/보호 

프로그램 
43 3.3 1.03 

부모자녀관계12:관계 향상 프로그램(예방 

차원) 
43 3.2 .99 

돌봄11:생활용품 43 3.2 .99 

Valid N (listwise) 40   

 

상술한 복지욕구를 항목별로 체크한 후에 복지욕구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 다섯 가지 

복지욕구만 골라 우선순위로 1위~5위로 배열하도록 했다. 이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이 25가지 복지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1위-5위에 들어가는 모든 변수를 

모아서 전체적인 빈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래프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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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필요성 순위 1~5에 들어가는 전체 욕구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1위로 선택한 복지욕구는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이고, 다음은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2위), 보건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3위),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공동 4위),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공동 

4위)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두 가지 질문 형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아래 [표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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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복지욕구 인식에 대한 비교 

 
복지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복지욕구 필요성의 순위 배열 

1

위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1

위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2

위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2

위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3

위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3

위 

보건3: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4

위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공

동 

4

위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5

위 

보건3: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질문의 형태는 다르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위의 차이만 

약간 있었고, 복지욕구의 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보건의료 및 교육 두 가지 분야에 결과가 집중되었다. 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는 보편적으로 교육에 관한 욕구보다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2)  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른 복지욕구 필요성의 재분류 

위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욕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이 처한 각 생태체계 환경 내에서 복지욕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술한 복지욕구 필요성을 재분류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라 상술한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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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는 크게 두 가지 생태체계 환경내에 속한다. 첫째, 

보건3: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M=4.1),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M=4.4)은 

모두 아동 개인적 상황에 집중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M=4.2),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M=4.3),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M=4.2)은 모두  학교 환경에 집중된 결과로 나타났다. 

 

[표 8] 각 생태체계 모델에 복지욕구의 필요성 

생태학적체계 복지욕구 N Mean 
Std. 

Deviation 

아동  

개인적 

상황 

영양1: 영양 섭취 43 3.6 .93 

보건2: 약비(비처방약） 43 3.6 .93 

보건3: 외래/입원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4.1 .82 

보건4:중대질환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4.4 .85 

보건5:예방접종 비용 43 3.4 1.07 

심리6:개인 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43 3.4 1.03 

심리7:심리적•인지적인 수준 

향상에 관한  지원(예방 차원) 
43 3.4 .97 

사회성26: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43 3.6 .83 

가정 

환경 

돌봄8:방과후 돌봄 서비스 43 3.8 .71 

돌봄9:방학중 돌봄 서비스 42 3.9 .78 

돌봄10:시간제 단기보호 

서비스 
43 3.5 .94 

돌봄11:생활용품 43 3.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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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12:관계 향상 

프로그램(예방 차원) 
43 3.2 .99 

부모자녀관계13:학대에 관한 

발견/보호 프로그램 
43 3.3 1.03 

학교  

환경 

교육15:학기중/방학중 학습 

지도 
43 3.7 .77 

교육16:학습 장소 42 3.3 1.03 

교육17:과외 비용 43 3.7 1.09 

교육18:초•중•고 학교 급식비   43 4.2 .89 

교육19:초•중•고 고급 문구 43 3.6 1.00 

교육20:고등학교 학비 43 4.3 .71 

교육21: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43 4.2 .72 

사회성27:학교내 일반 활동 

비용 
43 3.5 .96 

지역 

사회 

환경 

주거23:복지시설/장소와 관련된 

욕구 
42 3.5 .92 

여가24:취미 생활 계발 43 3.6 .82 

여가25:문화장소 방문 기회 43 3.7 .85 

 

 

2. 질적 자료 분석 

 

이상은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내용에 관한 양적 자료의 분석이다. 양적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들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질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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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지 정책을 수립 전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평가의 도구는 어떠한가?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중앙 정부가 주관하며 지방 정부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중앙 정부가 제도를 

만들면 지방 정부(성정부, 시정부)는 자신의 재정 수준과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아래의 

구(區)정부는 이 제도를 실행한다. 다롄시 정부는 수급자 가구의 

생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몇몇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시 정부는 중앙 정부가 세우는 정책에 

대해 권한을 넘어설 수 없어요. 보통 중앙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거시적인 원칙만 우리에게 공문으로 내리고 우리는 중앙 

정부가 지시하는 틀 내에서 다롄시의 재정 현황을 고려하여 이 

정책의 조항을 구체화 해요. 다롄시 민정국은 수급자에 관한 

욕구조사를 해 마다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정부조사는 무작위 표집 방법을 통해서 진행함으로 규모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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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를 다 조사할 수 없어요. 현재 우리 

시 민정국의 사회구조처(社會救助處)의 직원은 총 다섯 명뿐인데. 

다롄시의 주민센터는 모두 167 곳이고, 어떻게 일년에 한 번 씩 

모든 곳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시 민정국의 근무자) 

 

  우리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위원회는 정책을 전달하여 

실시할뿐에요. 사실 각 구의 지원 정책은 다 비슷한데 우리 

간징쯔(甘井子)구에는 수급자 가구의 수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인 기준이 아마 중산(中山)구보다 조금 더 엄격할 수 

있어요.(C01) 

 

구 정부의 근무자가 찾아와서 조사하는 것은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수급자 가구 아동을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것이 아나라 우리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통해서 

수급자 아동의 현황을 조사해요. (C07) 

 

  다롄시 정부는 정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연 말에 연도 총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 주민센터와 구 민정국의 근무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월 마다 예회(例會)가 있으니 특수한 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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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그때 그들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C21） 

 

  보통 일 년에 한 두 번의 조사가 있긴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노인 복지욕구와 관련된 조사이고, 아동의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전 사회가 모두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의 연구소든지 다른 조사 기관이든지 모두 

노인의 복지욕구에 관심이 더 많아요. (C30） 

 

  요약하면 정부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에 조사팀을 

보내어 직접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월례회와 연도총회 때 

말단부서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은 수급자 가구 아동이나 부모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최저생활보장 요원만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파악한 복지욕구의 타당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요원의 의견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노인 복지욕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추세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대부분의 정부조사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월례회에서 정부가 보내온 조사팀에게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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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생활실태 및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반영할 때, 자신의 

업무상 능력부족이나 과실을 숨기려는 동기로 문제점을 

보고하기보다 은폐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제 생활실태 및 

서비스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 정부조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학술적인 

연구로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자신의 실직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부에 보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담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정부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도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주기적 관리제도>(大連市甘井子區 

民政局，2012)에 따르면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수급자 가구의 

상황을 분류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매 년 수급자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은 최소2%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의 변화에 대한 파악은 주로 

부모가 직접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와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이웃이나 루장(樓長) ⑥이 지역사회위원회에게 

                                            
⑥ 루장(樓長): 한국의 반장, 통장과 비슷하여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이 건물을 책임지어 지역사회위원회의 관리를 협조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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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수급자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할 때 복지욕구의 변화를 

파악하기도 한다. 관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은 그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아동의 경우는 학기초 마다 지역사회에 재학증명서를 제공해야 

우리가 아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 솔직히 

일처리에 부족함이 있는건 사실이에요.(C34) 

 

평소 무슨 상황이 생기면 루장(樓長)이 우리에게 보고해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구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건 아닌데, 그냥 안정된 가구이라면 방문의 빈도가 낮고 

변동이 자주 생긴 가구이라면 자주 방문을 하죠. 딱히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그냥 근무 상황 봐서 알아서 결정하는 

편이죠.（C20） 

 

정리하면 지역사회위원회는 수급자 가구에게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수시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의 변화를 

파악한다. 가정방문의 빈도에 대해 시 민정국은 일 년에 

2%이상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간징쯔구 정부는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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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으로 규정한다. 이 부분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일부의 

요원들은 실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방문을 실시할 

여유가 없어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정기적 가정방문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역사회위원회에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전혀 방문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전임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동안 한 번도 

방문할 시간을 내지 못했어요. 30%말고 3% 정도 조차 달성할 

수 없는데… 불가능하죠.……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C31） 

 

우리 지역사회에 수급자의 수가 54 가구로 많은데,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건 당연히 무리에요. 아마 한 달에 많아야 10 

가구 정도 방문할 수 있어요. 수급자라면 두 달 마다 여기 와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두달에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무슨 욕구가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죠. 

(C14) 

 

아마 두세달에 한 번 정도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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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가구의 상황에 따라 빈도가 달라지겠죠. …… 실은 

가정방문은 그냥 우리의 근무 시간과 업무량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해요. (C30） 

 

요약하면 대개 아동의 욕구에 변화가 생기면 부모가 먼저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와 이야기 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두 

달 마다 수급자 소득증명서를 제출할 때 만나거나 그외에 다른 

사정으로 수급자와 연락할 경우가 생긴다. 그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복지욕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관리하는 수급자 가구의 수가 원래 많지 않고, 게다가 

오랫동안 관리자와 피관리자의 관계로 왔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상황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태로서 대부분의 

요원들은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굳이 따로 가정방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3절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양적 자료 분석 

 



 

 

66 

(1) 다롄시의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 

다롄시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보건3: 아동의 입원 치료비 & 외래진료(중대질환) 치료비 

(처방약비 포함),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돌봄11: 아동의 

생활용품 지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지원의 주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가장 중요한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그 다음은 사회자원 및 NGO/GONGO ⑦  (Government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나타났다. 

 

[표 9] 주요 현행 지원 항목 및 지원의 주체 

항목 관련된 지원 항목 지원 주체 
빈

도 

백분율(

%) 

보건4: 

중대질환 

치료비 

(처방약비 

포함) 

1. 미성년자 의료보험 

2.임시구호(臨時救助)제도 

3. 자선총회(慈善總會) 

정부 25 96.2 

NGO/GON

GO 
1 3.9 

N=26 

보건3: 입원 

치료비 & 

외래진료비(

중대질환) 

(처방약비 

 

 

미성년자 의료보험 

정부 23 100 

 N=23 

                                            
⑦ GONGO( Government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가 실립하는 비정부 조직이다. 중국에 자산총회(慈善總會), 중화전

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국장애인연합 회(中國殘疾人聯合

會) 등 모두 정부에 관리받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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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1.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제도[高中國家助學金制度

] 

2.직업중/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 

정부 10 71.4 

NGO/GON

GO 
3 21.4 

학교 1 7.1 

N=14 

돌봄11: 

생활용품 

지원 

임시물자구제 

(臨時物資救濟) 

NGO/GON

GO 
3 33.3 

사회 자원 6 66.7 

   

*정부: 정부의 지원 정책(교육 정책 포함) 

*사회자원: 자원봉사, 사교육 기관, 기업 기증, 개인 기증 

*NGO/GONGO:자산총회(慈善總會),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

合會), 중국장애인연합회(中國殘疾人聯合 會), 적십자사(紅十字會) 등 

*학교: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제공한 지원 

 

우선 지원 주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장 중요한 

지원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의 지원은 주요 민정국, 교육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 그리고 재정국 

네 가지 행정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둘째, NGO 및 GONGO이다. 현재 중국의 GONGO는 

자선총회(慈 善總會),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국장애인연합회(中國殘疾人聯合會), 적십자사(紅十字會) 등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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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자원이다. 이는 대부분 지역사회내의 봉사활동, 

기업의 물품과 자금 기증, 개인적 기증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학교이다. 교육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모든 측면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각자의 재정 및 학생 개인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면,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다음은 다롄시에서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복지 

정책을 실시한 현황 및 지원의 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① 교육 지원 

 

가. 의무교육 단계의 ‘양면일보(兩免壹補)’정책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義務 

教育法>)의 반포로 중국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는 전국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비를 면제하고 학교 

운영비만 받는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 유일한 복지 정책은 

빈곤 가정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면일보(兩免壹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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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다. 

  ‘양면일보(兩免壹補)’란 의무교육단계의 교재비 면제, 학교 

운영비 납부 면제 그리고 기숙 생활중의 빈곤 가구 학생의 

생활보조(補助)비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의무교육단계에 

재학한 다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이다. ⑧  이 정책은 2002년에 

국무원(國務院) 공문이 처음 반포되고 2006년부터 중국 서부 

농촌 지역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도시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학교 운영 지원비 면제에 

관한 공문> (<國務院關於做好免除城市義務教育階段學生學雜費工 

作的通知>)에 의하여 도시 의무교육단계 학교 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이어서 도시 지역 의무교육단계의 빈곤 가구 학생을 

목표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면일보’ 정책의 지원 

대상은 도시 호적 및 농촌 호적의 수급자 가구의 재학 아동이다. 

 

나. 의무교육단계의 무료 교복 배부 정책 

2013년 초 다롄시 정부가 의무교육단계 교복 무료 정책을 

결정했다. 다롄시 시청과 시교육국(市教育局)이 연합 발표한 

<의무교육단계 공립학교 학생 교복 관리 문제에 관한 공문>(<關 

於進壹步加強義務教育階段公辦學校學生校服管理工作有關問題的

                                            
⑧ 다롄시의 도시 호적을 가진 빈곤 가구 학생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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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知>)에 의하여 다롄시 64개 공립 초·중등학교의 5만 명인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농민공 자녀 포함)에게 무료 교복이 

제공된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급식비를 제외한 그외의 비용은 

모두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실행하고 있다. 다롄시 고등학교는 일반고등 

학교⑨  및 직업 고등학교(직업중등학교) ⑩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지원 정책이 

달라진다.  

 

다. 일반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제도[高中國家助學金制度]  

현재 일반고등학교 단계에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 정책은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제도[高中國家助學金制度] 

뿐이다. 이 제도는 처음에 다롄시와 베이징시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10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지원 

내용은 일반고등학교 재학중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1인당 

1500위안/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의 대상은 다롄시 농촌 

                                            
⑨ 일반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국립 

고등학교. 
⑩ 직업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와 비슷한데 대부분 취직을 목표로 교육 

시키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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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및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 및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다. 신청 방법은 학교에 직접 수급자 가구 자격증이나 

주민센터가 제공하는 빈곤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중 고아, 장애인 학생의 경우에는 오면정책(五免 

政策), 즉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라. 직업고등학교(직업중등학교)의 교육비 지원 

직업고등학교(직업중등학교) 수급자 가구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高中國家助學金](일반고등학교와 

일치함으로) 1500위안/년, 장학금 3000위안/년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재비와 기숙사비도 면제한다. ⑪  신청 

방법은 학교에 직접 수급자 가구 자격증이나 주민센터가 

제공하는 빈곤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⑫  정부 지원이 없는 

부분(급식비, 교복비, 교재비 등)에 대해 각 학교는 학생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상술한 교육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정책을 

                                            
⑪ <關於全面實行中等職業教育免學費政策的通知>（大財教〔2013〕513

號） 
⑫ <중등직업학교 학비 면제에 관한 자금 관리 방법>(《中等职业学校免

学费补助资金管理办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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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지방 정부 정책을 발전시키면서 다롄시는 선별적인 

지원에서 보편적인 지원으로 교육 복지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 '의무교육단계 무료 교복 정책'은 다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다. 또한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제도를 우선 

다롄시와 베이징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중국 전역에 

확산된 지원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지원 정책으로 볼 때, 

다롄시가 중국에서 교육 복지가 매우 발달된 도시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단계를 구분해서 보면 현재 다롄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급식비와 간행물 구입비 ⑬ 만 지급한다. 만약에 

기숙사비와 추가 교육비가 발생해도 빈곤 가구 아동의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만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다롄시 각 

교육 단계의 학교 교육 비용이다. 

 

 

 

 

 

                                            
⑬ 간행물 구입비(필수 아님): 학교를 통해서 교육에 관련된 잡지, 신문 

등 아동 도서를 주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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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롄시 각 교육 단계의 학교 교육 비용 

교육 

단계 

학

비 

학

교  

운

영 

지

원

비 

교

재

비 

인

쇄

비 

급

식

비 

교

복

비 

간

행

물 

구

입

비 

기숙

사비 

추

가 

교

육

비 

기타 

초등 

학교 
X X X X ○ X ○ X 

없

음 
 

중등 

학교 
X X X X ○ X ○ X ○  

일반 

고등

학교 

○ ○ ○ ○ ○ ○ ○ ○ ○ 

보

조

금 

제

도 

직업 

고등 

학교 

X ○ ○ ○ ○ ○ ○ X ○ 

보

조

금 

제

도 

* X: 무료 

* ○: 자비 (自費) 

* 인쇄비:시험지 인쇄비용 

* 간행물 구입비(필수 아님): 학교를 통해서 교육에 관련된 잡지, 신문 

등 아동 도서를 주문할 수 있음. 

* 추가 교육비: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각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방과후와 주말에 추가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 사립 학원의 역할과 

비슷한 교육 과정이고 차이점은 학교에서 통일된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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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교 선생님이다. 학생 전체 필참. 

 

② 보건의료 지원 

 

오랜 시기 동안 중국에는 미성년 아동을 목표 대상으로 

포괄하는 의료 보장이 없었다. 중국 의료 보장 체계의 역사를 

요약하면, 1998년부터 ‘도시 근로자 의료보험 제도’(지원 대상은 

도시 호적을 둔 근로자)를 만든 후에 ‘농촌 협력 의료 제도’(지원 

대상은 농촌 호적을 둔 국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료 보장의 

대상에서 도시 호적을 가진 근로자 이외의 주민들은 제외된다. 

전 국민 의료 보장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07년부터 

‘도시 주민 중대 질환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되었다. ⑭  이것을 

통해서 중국 전체 국민 의료 체계의 토대를 세웠지만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보건의료 보장이 아동의 입원치료 

및 중대질환 치료 부분만 지원해주고 외래진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 

가구에게 의료지출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⑭ <國務院關於開展城教居民基本醫療保險試點的指導意見>（國發 [2007]

 2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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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城鎮居民基本醫療保險]  

중국 도시간에는 경제 발전의 수준이 차이가 커서 이 정책의 

가입 금액도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다롄시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 규정>(<大連市城鎮居民 

基本醫療保險實施辦法>)을 참고하여 이 제도 중 도시 미성년 

아동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이고 

이 제도가 2010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지원 내용은 입원치료비 

및 외래진료의 중대질환 치료비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다롄시에 도시 호적을 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다롄시 

초·중·고등학교 재학(직업고등학교 포함) 학생, 다롄시 

초·중등학교 재학 중의 농민공 자녀, 다롄시의 대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루어진다. 수급자 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 

유공자 가구 아동, 특수 교육 아동의 경우 60위안/년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학기 초에 학교를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때 수급자 자격증을 보여주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입원 치료비 및 

외래진료(중대질환만)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 입원의 경우는 

질병의 종류에 있어 제한이 없지만 병원의 등급에 따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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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금액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⑮  또한 일 년에 입원 

치료비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180,000위안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외래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현재 

중대질환의 치료에 한해 70%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질병에 대해 다 청구할 수는 없고, 지정된 아홉 가지 

중대질환 教의 경우에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 년에 

최대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200,000위안이다.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의 한계는 첫째, 

외래진료에는 중대질환의 경우에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질환의 외래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된 

지원이 없다. 둘째, 중대질환의 경우 아홉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서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임시구호(臨時救助) 제도 

임시구호(臨時救助)제도란 최저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도시 빈곤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구호 

제도이다. 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첫째, 기본생활을 유지함; 

                                            
⑮ 1등 병원: 자비 100위안에 초괄한 부분은 85% 청구할 수 있음. 

2등 병원: 자비 200위안에 초괄한 부분은80% 청구할 수 있음. 

3등 병원: 자비 300위안에 초괄한 부분은 70% 청구할 수 있음. 
教 지원이 가능한 중대질환 비용: 요독증의 신장 투석,기관 이식 수술후

의 약물 거부에 관한 치료, 백혈병의 수혈, 홍반성 낭창, 당뇨병, 성장 

호르몬 치료, 만성간염,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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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정기(非定期) 및 비정량(非定量); 셋째, 정부가 주도하여 

자선 기관을 보조함; 넷째, 사회 안정을 유지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구호제도의 재정은 시 정부와 구 정부 두곳이 나누어 

담당한다.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위원회 같은 기층(基層) 행정 기관도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大連市甘井子區民政局,2012). 

임시구호제도의 지원 대상은 주로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의 가구 그리고 중대 재난이나 사고 때문에 

임시적으로 빈곤에 빠진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구호의 항목에는 

교육지원, 의료지원, 재난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에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로 현재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여서 실제로 

기존에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는 지원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는 임시구호의 기능 중 

의료지원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급자 가구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개인 자비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 50% 지원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다. 중대질환教의 

경우에는 1년 내에 6000위안, 일반질환의 경우 1년 내에 

                                            
教 중대질환의 중류: 악성 종양， 혈액 투석, 재생 불능성 빈혈，홍반성 

낭창, 만성간염.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entryId=2d466363c8ff4483af2081e4aa457b7d&query=congenital+aregenerative+anemia


 

 

78 

4200위안을 넘을 수 없다.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위원회에 호적부(戶 口本), 수급자격증, 입원 

계산 영수증, 퇴원소결(出院小結), 병세 진단서(病情診斷書)등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그 다음 주민 센터를 통하여 구 

민정국과 시 민정국에 보고한다. 보통 수급자 가구의 의료지원에 

관한 심사는 구 민정국이 담당한다. 차상위 가구에 관한 지원 

또는 기존 범위 밖의 기타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는 시 

민정국이 맡는다. 수급자 가구의 의료지원에 대한 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임시구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원금의 상한선이 매우 낮다. 둘째, 임시구호는 원 

스톱 구호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중복신청할 수 

없고, 한 가구당 일 년에 최대2 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임시구호 

제도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지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의료 

비용에 대한 수급자 가구의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자선총회(慈善總會)의 지원 

임시구호를 받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 구 민정국이 적극적으로 현지의 자선 조직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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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자선조직의 

지원은 정부의 지원 차후에 실시해야 한다. 현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적 자선 조직은 바로 중화자선총회 

(中華慈善總會, China Charity Federation)이다. 이는 1994년 중국 

정부의 심의를 거쳐 설립한 GONOG(Government Organize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기관으로 현재 전역에 총 361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롄시 자선 총회(大連市慈善總會)는 

2004년에 다롄시에 설립된 지방 지사이다. 

자선총회를 주관하는 기관은 시 민정국이며, 재정은 사회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이곳의 업무 범위는 주로 기부를 받고, 

국제사업이나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며, 사회 구호를 실시함 

등이다. 자선총회의 역할은 정부 지원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빈곤 문제에 대해 임시적인 구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자선총회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지원은 단지 원몽조학(圓夢助學) 教  프로그램 뿐이고, 

의료지원은 중대질환 구호, 아동 혈우병 지원 프로그램, 꽃망울 

생명구호[蓓蕾生命救援] 프로젝트 教등이 있다. 정부의 임시구호 

                                            
教 원몽조학(圓夢助學): 대학에 합격한 빈곤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

학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教 꽃망울 생명 구호[蓓蕾生命救援] 프로젝트：지원 대상은 다롄시 빈곤 

가정의 아동이고, 그들중에 선천성 심장병, 요독증, 신장종합질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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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비슷하게 자선총회의 지원 금액에도 상한선이 있다. 

중대질환의 경우 일회 최대 5,000위안으로 제한되며, 화재와 

중대 재난 등 사고에 대해서는 5,000위안-10,000위안까지 

지원한다.  

자선총회 의료지원의 한계는 대부분의 질병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질병의 경우,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경로를 통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라. 비정부 기구의 지원 프로그램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만든 의료 체계는 중국 미성년 국민의 

여러 가지 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 외래진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중대질환 비용을 지원해주는 

질병 종류와 비용조차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중국 비정부 기구가 아동 중대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사회단체로서 공헌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아동 보건의료 

운영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정부 기구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사회 자원을 통해서 

                                                                                                   

혈병, 재생 불능성 빈혈 다섯 가지 중대질환을 걸린 아동에게 치료비

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http://endic.naver.com/krenEntry.nhn?entryId=2d466363c8ff4483af2081e4aa457b7d&query=congenital+aregenerative+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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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지원 정책의 공백 부분을 잘 보완하고 있다(--

 ,2013). 

2014년 발표한 <중국 아동 중대질환 의료보장 및 사회 

구조에 관한 분석 보고서>(<中國兒童大病醫療保障與社會救助分 

析報告>)에 따르면 2013년에 전국 90여개 자선 단체가 모두 

150개 아동 중대질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10만 

여 명의 환자 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상술한 

150개 중대질환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목표 질환이 없는 

‘다중 질환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목표 질환이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선천성 심장병’, ‘백혈병’, 

‘구순 구개열’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보면 ‘선천성 심장병’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가장 크다.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정부 기구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단체는 바로 적십자회[China Red Cross 

Foundation]다. 적십자회는 무료 의료 교육 강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재해 지역과 빈곤 지역에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빈곤 가구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은 

심장병, 백혈병, 뇌성마비, 중증 근무력증에 집중적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 및 의료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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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는 빈곤 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 기부를 모집해서 빈곤 가구에게 지원금과 

지원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③ 기타 지원-임시물자구제(臨時物資救濟) 

 

임시물자구제(臨時物資救濟))란 고정된 시기가 없이 춘절, 

어린이날 등 명절날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의 재정 

출처는 주로 정부 재정, 자선총회의 재정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 등이다. 또한 주민센터마다 의류지원소가 

설치되어 있어 수급자 가구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반 년에 한 

번씩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의류를 받아갈 수 있다(大 

連市甘區民政局,2012). 또한 앞에서 서술한 GONGO인 중화전국 

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 중국장애연합회[中國殘疾人聯 

合會], 적십자사 그리고 대형 기업이나 자선 단체 혹은 기부자 

등 모두 각자의 운영 상황에 맞춰 수시로 빈곤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증한다. 이러한 임시물자구제는 지원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단기적인 임시 정책이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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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자료 분석 

 

이상은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에 대한 양적 자료 분석이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근무 현황 예를 들면 ①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급 

자격의 신청 자격, ②심사 절차, ③수급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 

절차, ④사후관리 등 행정적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질적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저생활보장은 가구보장정책 즉, 단일 가구를 기준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의 평균 소득에 따라 심사한 후에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이다. 특정 가구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아동은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자동적으로 수급자격을 가진다. 사별가족 

(喪偶家庭) 이나, 부모 한쪽이 실직한 가정, 중대질환 환자의 

가정 또는 가정의 인당 평균소득이 570위안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은 최저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1인 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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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어떤 3인 가구의 아버지가 호주(戶主)이고, 호주가 우리 

지역사회 위원회에 최저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러 왔어요. 

우리는 먼저 이 가구의 1인 당 월 평균소득이 570위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만약에 초과하지 않으면 ……이 

3인 가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수급자 가구의 예시이죠. 

(C12） 

 

  고아의 경우는 부모가 없으니까 1인 가구로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아의 수급 지원금이 일반 아동보다 두 배 

즉 570*2=1140위안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이 아동이 다른 

보호자(조부,조모 등)가 있다면 보호자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동 생활할 수 있어요. (C30) 

 

최저생활보장의 심사 절차는 앞서 다룬 문헌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먼저 지역사회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주민센터에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위원회 및 주민센터가 이 가구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85 

위해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상술한 모든 자료를 

구 민정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다음에 주민센터가 구 

민정국에 자료를 제출해요. 그 전에 우리 지역사회위원회가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이 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조사를 

실시해요.……조사한 후에 우리가 이 가구의 이웃과 책임자인 

루장에게도 물어보고 7일 동안 이 단지내에 공지를 붙여야 해요. 

이웃들의 이의가 없으면 주민센터가 이 가구의 신청을 구 

민정국에 보고해요. 심사권은 구 민정국에 있으니 구 민정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죠.（C01） 

 

(2) 수급자 가구 아동이 어떤 욕구/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왔을 때 보통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만약에 관련된 지원 정책/서비스가 있으면 어떻게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가?  

만약에 관련된 지원정책/서비스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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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및 교육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요원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욕구가 생기면 먼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보통 의료비용은 정부의 임시구호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자선총회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지원 정책의 신청 자격에 부합하면 수급자가 신청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고 이후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대신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행정 절차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대신 

신청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통 우리가 수급자에게 어떤 지원 정책의 신청 조건에 맞출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신청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한테 

보내주고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대신 처리해요.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런 증명 서류는 수급자 스스로 

준비할 수 밖에 없어요. (C34) 

 

아직까지 지원 대책이 없는 욕구, 예를 들면 생활용품, 

학습용품, 학습지도, 심리 상담 등의 욕구의 경우,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먼저 아동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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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자금이 필요없는 작은 욕구라면 보통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자에게 학습지도를 요청하거나 기업에 

기부를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자금과 관련된 욕구거나 복잡하고 특수한 

욕구의 경우에는 요원들이 주민센터에 보고하여 주민센터의 

근무자가 대신 사회단체와의 지원을 연결해준다. 현재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요원은 평소 이 수급자 가구와 아동의 실제 생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친다. 만약에 특정 필수 지출이 이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초과하거나 아동이 정말 이런 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상급 기관에게 보고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보고한 후에 이 욕구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 보통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책임감 및 

근무열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우리도 처음으로 듣는거라 당장 답을 줄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수급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주민센터에게 보고해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구 민정국에 

보고하고 구 민정국이 시 민정국에 보고하고요. 이렇게 행정적 

등급에 따라 보고하여 지시를 내리죠. (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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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중에 지역사회위원회 및 주민센터가 수급자를 

위해서 해결한 어려움은 현행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 정책은 단지 일반적인 규정인데 대부분 

특수한 욕구에 관한 대책은 모두 우리를 통해서 상급 기관에 

신청하고 받은 것이죠. (C12) 

 

일반 질환의 경우 입원 치료비 금액이1,000위안을 초과하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육에서는 아동이 학업을 

완성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는데 만약 어떤 아동에게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보고한 후에 선생님을 

지역사회위원회에 보내주어 아동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예들 들면 옛날에 수급자 가구 아동 한 명이 

집안의 경제사정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 상태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보고하여 상담 선생님과 학습지도 선생님을 

소개해서 이 아동을 도와줬어요. 지금 이 아동은 사회생활에 

거의 적응하여 다시 학교에 잘 다니고 있구요.（C07） 

 

사실 주민센터와 구 민정국에 보고하면 대부분의 일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정부 기관에서 서로 책임회피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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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어서 어느 정도는 다 해결해줄 수 있을 거에요. (C29)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도와줘야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의 수급자 아동 한 명이 학습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書記)教가 자원 봉사자 두 명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학습지도를 도와줬어요. 학업과 관련된 욕구는 우리가 

최선을 하여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욕구라면 우리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려야 해요. (C11) 

 

하지만 일부의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없으면 자신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수급자 가구 아동과 부모가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자원에 연락하는 것은 자신의 근무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이 욕구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없으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정부 정책의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요. (C05） 

 

                                            
教 서기(書記): 중국 공산당의 각 행정 기관 및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 

지역사회위원회는 공산당의 기층 증권인 당조직의 기층 위원회로서 이

의 가장 높은 책임자를 서기(書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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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우리 지역사회의 수급자 아동 한 명이 괜찮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근데 집안의 경제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아이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업학교에 입학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땅한 지원 

정책이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요.……우리의 업무상 책임이 

아니니까요. (C14) 

 

요약하면 지원가능한 복지 정책이 있으면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모두 신청 절차에 따라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신해 

지원신청을 해 준다. 하지만 대응하는 마땅한 복지 정책이 없는 

욕구에 대해서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근무 태도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대부분의 요원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에 보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보고를 받은 후에 

사회단체에 연락하여 지원해 준다. 일부의 요원은 자신의 근무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주민센터에 보고하거나 다른 도움을 

찾아주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 현재 이와 관련된 처리 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욕구 해결의 처리 결과는 

지역사회위원회의 최저생활보장 요원 및 주민센터 담장자의 

책임감과 근무 열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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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있는가? 수급자 가구 아동에 지원 제공 후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가?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는 따로 

없는데 단지 가구를 대상으로 만든 ‘수급자 정보 파일’이 있다. 

이 파일에는 수급 자격을 받는 원인, 가정 상황 그리고 해 마다 

받는 수급 지원금의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례관리에 관한 정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수급자 파일만 있고, 거기에 해 마다 새로운 기록을 보충해야 

해요. 예를 들면 수급 자격 년도의 심사 결과, 가구 소득 변동 

증명서, 그리고 아동이 14세나 18세가 되면 우리한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C01）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또한 어느 정도로 실시하는지 모두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몇몇 책임감이 강한 요원들은 자신의 

후속 근무의 편의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전화 통화의 형식인데 수급자 가구에게 지원을 받는지, 또 

다른 욕구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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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지역사회위원회에 다른 일을 보러 왔을때, 아니면 우연히 

지역사회에서 만날 때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급자 가구 

아동의 현황을 물어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사후관리를 하냐하면, 어떤 부모가 일처리를 잘 

못한 것 같아보 일때 우리가 걱정되서 직접 전회하여 

물어보기도 해요. 만약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거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죠. (C12) 

 

  우리는 가끔씩 어떤 수급자 가구의 아이가 생각나서 아이를 

보러 집에 가기도 해요.…… 우연히 길에서 부모와 만나면 

아이의 현황을 물어보기도 하구요. 이런건 다 요원의 책임감에 

달린 것이죠. (C24） 

 

우리는 필요할 때만 사후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요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무료 과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과외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사후관리를 

진행하죠. 아동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계속 과외를 

받을 생각이 없는지 다 물어봐요. 근데 이 것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중에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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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C43) 

 

그러나 대다수의 요원은 정부에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급자가 다시 

후속적 욕구가 발생하면 그들이 먼저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나서서 먼저 실시할 필요가 없다. 

둘째, 주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셋째, 자신의 행정적 업무에 쫓겨 먼저 연락하여 

사후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 넷째, 자주 연락했을 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급자의 반감에 대해 걱정한다. 다섯 째,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입장에서 자주 수급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수급자가 정부의 복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수급자가 다시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의 욕구가 해결된 거죠. …… 우리의 업무량이 원래 엄청 

많은데 수급자에게 지원을 제공한 후 사람에게 다 전화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시간이 없잖아요. 원래 규정도 없어서 꼭 

해야하는 업무도 아니구요.（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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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하 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그들과 

서로 연락할 기회가 많고, 원래 지역사회위원회와 수급자는 늘상 

자주 연락하는 밀접한 사이에요. (C05) 

 

  사후관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는 항상 이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해요.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C12) 

 

어떤 책임감이 강한 근무자가 사후관리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거부감을 샀어요. 어떤 수급자는 정부가 욕구를 자주 

물어거나 해결해주면 열심히 일해서 아이를 키울 필요없이 

정부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가 자주 

사후관리를 하면 안돼요. 자주 도와주면 상대방은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우리가 일부러 도와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불만을 가지죠.(C31） 

 

  요약하면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개인적 책임감과 형편에 따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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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대부분의 요원은 일부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평소 

수급자와 만나거나 통화할 때에 요즘 상황에 대해 물어본다고 

응답하였다. 요원들은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보다는 수급자가 

개인이 먼저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시간이 

부족하고, 수급자가 복지정책에 의존할 경향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여 일부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요원들도 있었다. 몇몇 책임감이 강한 

요원은 자신의 후속 근무의 편의를 생각하여 알아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4절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 

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  

 

1. 양적 자료 분석 

 

(1)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에 대한 

인식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입장에서,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이들의 복지욕구에 잘 부합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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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및 민간 지원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질문했다.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와 

같다. 현 정부 지원에 대해 39.5%의 요원은 ‘충족함 및 매우 

충족함’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32.6%의 요원은 

‘총족하지 못함 및 전혀 충족하지 못함’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현 민간 기구 지원에 대해서는 단지 11.6%만의 

요원이 ‘충족함’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절반 이상인 

53.5%의 요원이 ‘충족하지 못함 및 전혀 충족하지 못함’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표 11] 요원들이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에 대한 인식 

N=43 

질문 항목 
빈

도 

백분

율(%) 

현재 정부의 복지 정책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전혀 충족하지 

못함 
2 4.7 

충족하지 못함 12 27.9 

보통이다 12 27.9 

충족함 16 37.2 

매우 충족함 1 2.3 

현재 민간 기구의 서비스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전혀 충족하지 

못함 
7 16.3 

충족하지 못함 16 37.2 

보통이다 15 34.9 

충족함 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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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충족함 0 0.00 

 

(2)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빈도가 가장 높은 여섯 가지 복지욕구는 사회성27: 

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보건2: 

아동의 약비지원(비처방약),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12]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정책/서비스 

항목 N Sum 

사회성27: 학교내 일반 활동 비용 43 24 

보건2: 약비(비처방약） 43 19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43 18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 43 18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43 18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43 17 

여가24: 취미 생활 계발 43 16 

교육22: 지역사회/학교의 주변사회자원을 활용한 무료/ 

혜택 지원 
43 15 

여가25: 문화장소 방문 기회 43 15 

교육17: 과외 비용 43 15 

교육15: 학기중/방학중 학습 지도 43 15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43 14 

영양1: 영양 섭취 4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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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0: 고등학교 학비 43 13 

주거23: 복지시설/장소와 관련된 욕구 43 12 

부모자녀관계12: 관계 향상 프로그램(예방 차원) 43 11 

심리7: 심리적•인지적인 수준 향상에 관한 지원(예방 

차원) 
43 11 

심리6: 개인 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43 11 

부모자녀관계14: 가족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43 10 

돌봄10: 시간제 단기보호 서비스 43 10 

보건4: 중대질환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10 

보건5: 예방접종 비용 43 9 

사회성26: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43 9 

교육16: 학습 장소 43 9 

부모자녀관계13: 학대에 관한 발견/보호 프로그램 43 8 

보건3: 외래/입원 치료비(처방약비 포함) 43 8 

돌봄11: 생활용품 43 8 

Valid N (listwise) 43  

 

또한 요원들이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지원 항목을 골라 순위를 배열한 결과는 

다음 [그래프 2]와 같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닌 실행 또는 확대의 필요성이 크거나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설계했다. 때문에 분석할 때 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변수를 

모아 전체적으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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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필요성 순위1~5에 들어가는 전체 지원 항목 

 

  빈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지원 항목은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1위), 사회성27: 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 

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2위), 보건2: 아동의 약비 지원 

(비처방약)(공동3위), 보건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처 

방약비 포함)(공동3위),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공 

동3위), 교육21: 고등학교 교구/ 교재 구입 비용 지원 (공동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두 가지 질문 형식의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1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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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현황에 대한 인식의 비교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순위 

배열 

1

위 

사회성27: 학교내 일반 활동 

(문화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1

위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2

위 

보건2: 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2

위 

사회성27: 학교내 일반활동 

(문화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3

위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

동 

3

위 

보건2: 아동의 약비 지원 

(비처방약) 

4

위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보건3: 아동의 외래진료 

(일반질환) 치료비 지원 

5

위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6

위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전반적으로 봤을때 분석 결과가 주로 보건, 교육, 돌봄, 사회성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이 세 

가지 지원 항목은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 

비스’에 들어갔으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순위 배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또한,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 

보건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이 세 가지는 ‘지원 프로그램의 



 

 

101 

필요성 순위 배열’에 들어갔으나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원 항목이 단순히 필요한지의 여부보다, 필요성 순위를 

배열할 때 실제 지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실행 가능성이 큰 

지원 항목을 많이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건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처방약비 포함) 

및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이 두 

가지 지원 항목이 앞부분에 현행 지원 정책에 이미 

나타났음에도 또 이부분에 중복되는 이유는, 이 두 부분의 현행 

지원의 한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질환의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훨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원들은 

이 욕구에 대해 현 지원의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질적 자료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질적 자료 분석 

 

이상은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정도에 대한 양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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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대해 어떤 구체적인 단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된 질적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가정(친척),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은 각각 어떠한가? 

대부분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정부와 가정(친척)이 가장 중요한 

지원의 주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및 가정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요원은 수급자 가구 

아동이 주로 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 

이유는 가정(친척)의 경제수준이 다양해서 경제수준이 좋지 못한 

친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없고, 친척들은 정부처럼 장 기간 

꾸준히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요원은 정부의 

지원이 단지 수급 지원금, 학비 면제 그리고 중대질환 치료비 이 

세 가지 분야로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 비용은 수급자 가구에 상당히 큰 지출로서 대부분 

수급자 가구는 친척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현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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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친척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수급자 가정이 

10년이나 20년 동안 가난한 형편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한테 지원을 많이 받죠. (C21)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수급 지원금, 학비 면제 

그리고 다른 취학지원뿐이에요.……정부의 지원은 아동의 모든 

생활 욕구를 해결해줄 수는 없어요. 친척의 도움이 없으면 

아동의 취학이 상당히 큰 문제에요. (C36) 

 

아동의 교육비는 대부분 친척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급 지원금이 월 마다 정해져 있는데 몇 백 위안밖에 

안되죠, 1,000 위안까지도 못 받아요. 그럼 일 년에 총 10,000 

위안 정도밖에 안되 잖아요. 이런 돈으로는 아이의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활비하기조차 부족해요. (C01) 

 

지역사회위원회는 정부와 수급자 가구 아동을 연결하는 전달 

매개의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위원회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복지욕구가 발생하면 대부분 주민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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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최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지역사회위원회도 많다. 

 

지역사회위원회는 돈도 많이 없고 큰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바로 충분한 정보들이죠. 

수급자 아동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주민센터와 협상하고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요. (C12） 

 

  보통 지역사회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예를 들어 학비 대출금을 신청하고 싶은 수급자 

아동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회단체와 사회자원을 

찾아 도와주었어요. 또는 공부가 잘 안되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수급자 아동이 한 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 아동에게 과외를 

해주었는데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 이상 과외를 

못하게 되어서 그냥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대학생에게 부탁해서 

과외를 해줬죠. (C11） 

 

보통 지역사회위원회의 돈으로 책, 공책, 책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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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품을 구입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또 우리가 해 마다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찾아가 

기증을 요청하기도 하죠. (C38) 

 

지역사회위원회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욕구를 더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의 외할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아이가 과외가 

필요한데 과외 선생님을 구할 돈이 없다고 하기에 주변의 

학원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위원회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동네의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에요. 

수급자 가구 아동이 너무 많으면 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없어요. 현재 우리 

지역사회내에 ‘사랑의 가맹(愛心加盟) 21 ’에 가입되어 있는 

소기업은 총 열 개가 있어요, 방금 말한 그 학원도 사라의 

가맹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 아동에게 무료 영어 수업 및 

방과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C29) 

 

                                            
21 사랑의 가맹(愛心加盟): 어떤 지역사회위원회는 지역사회내의 소기업

과 협상하여 지역사회내의 수급자 가구에게 할인이나 무료 교육을 지

원한다. 예를 들면, 학원, 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식당, 슈퍼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소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수급자는 사랑의 가맹에 속한 

소기업에서 할인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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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가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뿐이다. 정부의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지역사회의 수급자 가구 아동 한 명은 학교의 모든 

활동을 전혀 참석하지 못해요. 봄소퐁, 가을소풍, 군사훈련 22 등 

학교 활동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C37）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없지만 학교 스스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쌍둥이 수급자 가구가 하나 

있는데, 재학중인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준대요. (C39） 

 

우리 지역사회에 어느 중학교에서는 작년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수급자 에게 쌀, 식용유 등 식품과 생활용품 같은 

것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학교가 이런 지원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C11） 

                                            
22 군사훈련: 중국에서 군사훈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신입생

에게 필수 과정이다. 직업 군인의 훈련과 달리 학교 군사훈련의 내용은 

주로 체육단련, 대열 훈련, 의료구호, 군사 이론 등 기본적인 훈련이다. 

보통 입학 첫 달에 근처 군대의 직업 군인을 초청하여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신입생에게 훈련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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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부와 가정은 모두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가장 중요한 지원의 

핵심이다. 지역사회위원회는 자금을 제공할 수 없고 정부의 기층 

정권으로서 정부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대부분 지역사회위원회는 수급자 가구 아동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 더 많은 복지 지원을 요구한다. 또한 

어떤 지역사회위원회는 주변의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주는 경우도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비슷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복지욕구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가 자신의 재정으로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2) 실제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 복지 정책/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정책/서비스의 문제점은 아동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가구를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단독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활보장 생계비에 더해 이들의 발달 단계 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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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다차원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단지 아동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때 수급 지원금의 일부분을 

인상해주기는 해요. 아동의 발달 특징이나 특수한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도 전혀 없어요. 비정부 지원으로는 

일 년에 한 두 번 씩 물품 같은 것을 원조해 주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죠.(C29） 

 

지원 현황에 대한 제안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대략 

보건의료, 교육, 심리 그리고 여가생활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에 관한 제안점은 중대질환의 지원의 확대 및 

일반 외래 진료의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 등의 두 

가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중대질환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중대질환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실제 치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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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수급자 가구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요. (C19） 

 

중대질환보험이 있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극히 좁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백혈병 환자 아동 한 명이 

있어요. 입원할 때 마다 수혈을 해야 하는데 수혈 비용은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하죠. 치료비 

영수증을 보면 자비 부분과 청구 부분을 따로 표시해요. 총 

50,000위안을 납부하는데 그 중의 청구 부분은 20,000위안 

정도만 나왔어요. 이 20,000위안의 청구 부분 중에서도 

85%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30,000위안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요. 이 30,000위안은 모두 수혈 비용으로 썼어요. 

한 번 수혈할 때 800위안이 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지원해 주지 않아요. 또한 이 아동은 영양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영양 주사는 한 번에 2,000위안이고, 이것마저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대질환 환자 아동에게 현재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C01) 

 

입원 치료 및 중대질환의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자 가구 아동의 경우 중대질환 환자가 아닌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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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도 있어요. 이런 아동이 감기에 걸려 외래진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1,000위안 정도 나올수 있죠. 하지만 외래진료는 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요. 수급자 

가구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지출이죠. (C08） 

 

둘째, 교육에 관한 제안점은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지도 비용, 

전 교육단계의 급식비 지원 두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비용은 수급자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 이 것도 수급자 가구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일부 요원들은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전 교육 

단계의 무상 교육지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즘 고등학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이는 수급자 

가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중의 하나에요. 현재 교육비는 

거의 다 자비로 내거나 친척들한테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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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무료 

학습지도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C26) 

 

  수급자 가구 경제 수준으로는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없지만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 안 보낼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급자 가구는 친척한테 돈을 빌려 아이를 학원에 보내요. (C36) 

 

셋째, 심리 지원의 영역에서 전문적 상담 기관과 

지역사회위원회를 연결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상담/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수급자 

가구 아동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또래관계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인식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위원회가 심리 

지원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적 상담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동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수급자 가구이기 때문에 이 아동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힘들었지. 우리 지역사회에 장OO이라는 수급자 아동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얘가 수급을 받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수급자이니까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실 때 너무 창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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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대요. 이런 수급자 아동은 평소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거의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사회의 경우 수급자 가구는 

대부분 이혼 가정, 사별 가정 그리고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의 아동이 원래 열등감이 좀 있잖아요. 

돈만 주지 말고 심리 지원까지 제공해야 해요. 어떤 아동은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취미 생활도 

개발하지 못 해요. (C32) 

 

수급자 가구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에 제한이 있어서 

아동에게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수업을 지원하여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심어줄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C11）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위원회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들 들어 어떤 수급자 

가구 아동이 상담 욕구가 생기면 우리가 이 기관과 연락해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상담 선생님을 보내주는 식으로요. 

(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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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 아동의 여가생활은 가정의 경제력때문에 제한이 

많아 일부 요원들은 무료/ 할인 취미생활 지원을 제안했다. 

 

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집안 경제사정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취미학원 같은 여가 시설을 무료나 50%이상의 

할인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맨날 

동네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외출해도 공원 23  같이 입장권을 

사야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C29） 

 

수급자 아동도 당연히 취미생활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지. 

그런데 아이도 집안 형편을 어느 정도 아니까 부모님에게 감히 

말을 못 해요. 또 컴퓨터같은 문화 용품을 아동에게 지원해 

주어서 여가생활의 폭을 좀더 넓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C24) 

 

요약하면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독적인 지원 체계가 아직 부재한 현실이다. 현행의 수급 

지원금, 중대질환 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은 단지 수급자 가구 

아동 복지욕구의 일부분만을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3 중국에는 공원 등 여가 시설은 모두 유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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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의 강도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 지원 및 여가생활의 지원은 아직 미비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의 지원과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반 가정 아동과의 생활 격차를 줄일수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문제1~연구문제3에 관한 모든 양적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Top 5)’의 해당 열(列)에 음영처리한 부분은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다섯 가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항목이다. ‘현행 복지 정책/서 

비스’의 해당 열(列)에 음영 처리한 부분은 이미 다롄시에 

존재하는 복지 지원 항목이다.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 

스’의 해당 열(列)에 음영처리한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복지 

지원 항목이지만,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현 지원의 강도가 

부족하여 앞으로 점차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항목이다.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해당 열(列)에 음영처리한 부분은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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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된 지원 정책/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항목이다. 

우선,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Top 5)’의 해당 열(列)을 

보면, 여기의 분석 결과로 나온 다섯 가지 복지욕구 중에 

‘보건3: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이 세 가지는 ‘현행 복지 정책/서 

비스’에서도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이 세 가지 

복지욕구에 대해 대응하는 복지 항목이 이미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중에 ‘보건3: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및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은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항목에 중복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상술한 두 가지 현행 지원이 

부족하여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Top 5)’의 분석 결과인 나머지 두 가지 

복지욕구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및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은 현행 지원이 없는 

항목으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한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결과로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연구문제1~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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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에 관한 양적 자료의 분석결과는 앞뒤 내용이 거의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해당 열(列)을 

보면, ‘보건2: 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사회성27: 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다섯 가지 

항목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Top 5)’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앞으로 복지 

정책/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복지 정책/서비스’의 해당 열(列)을 보면, 

‘돌봄11: 생활용품 지원’은 현행 지원으로서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해당 란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이 지원 정책이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항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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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문제1~3 모든 조사 결과 요약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Top 5) 

현행 

복지 

정책/서

비스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

스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

스 

보건2: 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보건3: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보건4: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돌봄8: 방과후  

돌봄 서비스 
    

돌봄9: 방학중  

돌봄 서비스 
    

돌봄11: 생활용품 

지원 
    

교육18: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19: 초•중•고 

고급 문구지원 

(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교육20: 고등학교  

학비 지원 
    

교육21: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비용 

지원 

    

사회성27: 학교내 

일반활동(문화활동/

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음영처리부분: 해당 항목이 있음 

*비음영처리부분: 해당 항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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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지원 현황, 그리고 

복지욕구와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부합 수준을 파악하고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롄시 지역사회위원회에 근무하는 최저생활보장 

요원 4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다롄시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롄시 민정국, 주민센터, 교육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학교, 

자선총회 등 관련기관 근무자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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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복지욕구는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고등학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 다섯 가지 복지욕구는 크게 보면 

모두 보건의료 및 교육 두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생태체계학적 모델에 따라 이들이 속하는 생태체계적 환경은 

아동 개인적 상황(보건의료) 및 학교환경(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표 1>의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욕구의 내용이 감소되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진료비 및 약비 두 가지 욕구만 나타났고, 기본욕구인 

영양섭취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심리적 향상 지원, 사회성 계발 

지원은 최저생활보장요원이 인식하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로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환경에 관한 욕구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및 문구지원 두 가지 욕구만 나타났고, 

나머지 학습 지도 지원, 학교 활동 참여 지원, 학습 장소 지원은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선행연구에 기본 

욕구에 집중하는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기본적 

생존욕구가 감소하고 교육 및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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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도시화 및 사회 사업 발전에 따라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생존 욕구가 

점점 충족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복지욕구가 추구되고 있는 

추세로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질적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지 정책 수립 전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별도의 평가 도구가 있는가? 

복지 정책은 중앙 정부가 제정하며 다롄시 정부는 시정부의 

재정 수준과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그러나 수급자 가구 아동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해 마다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롄시 정부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째, 주민센터와 지역사회에 조사팀을 보내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둘째, 월례회와 연도총회 때 기층 근무자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량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수급자 가구 아동이나 부모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최저생활보장 요원만을 통하는 조사로 일부 가구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급자 집단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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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다롄시 민정국은 최저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매년 최소 2%이상의 가정 방문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직접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와서 

알려주거나 이웃이나 루장(樓長) 24 이 지역사회위원회에게 

보고하여 이루어지는 두 가지 형태로 복지욕구의 변화를 

파악한다. 상술한 규정상의2%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지역사회위원회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실시할 여유가 없고, 둘째, 실제로 평소 최저생활보장 요원과 

수급자가 서로 연락하는 빈도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따로 가정방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문제2: 최저생활보장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롄시에 현행 복지 정책과 서비스는 주로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임시구호(臨時救助)제도, 자선총회(慈善總 

會)의 지원 프로그램,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제도[高中國家助學 

                                            
24 루장(樓長): 한국의 반장, 통장과 비슷하여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이 건물을 책임지어 지역사회위원회의 관리를 협조하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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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制度], 직업 고등학교(직업중등 학교)의 교육비 지원, 임시 

물자구제(臨時物資救濟)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상술한 지원 

분야를 살펴 보면 대부분 보건의료 및 교육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생활물품의 지원도 있다. 또한 정부, GONGO 

(Government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리고 사회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원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문제1의 결과, 즉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비교하면, 현행 지원 

제도가 다루고 있는 복지욕구는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고등학교 학비 지원’ 세 가지만 있다. 따라서 현행 지원 

제도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만 상술한 세 가지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적인 지원 전개와 관련된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가구 아동의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여 가구 성원의 평균 

월소득이 570위안을 미달하면 지역사회위원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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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구 민정국, 시 민정국 각 행정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수급자 가구 아동이 어떤 욕구/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위원회에 찾아왔을 때 보통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현행 지원 항목이 있는 욕구에 대해서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해준다고 대답했다. 반면, 현행 지원 

항목에 없는 욕구의 경우는 요원의 책임감과 근무 태도에 

의하여 주민센터에 보고해 적극적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주거나 

자신의 근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났다. 

(3) 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있는가?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한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 대상에 대한 특별한 사례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의 경우 일괄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실시여부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근무 

열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요원은 이에 대해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요원은 후속 

근무의 편의를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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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 최저생활보장요원이 인식하는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정부 지원 및 민간 지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요원들이 현 정부 지원에 

대해 ‘충족함 및 매우 충족함’(39.5%)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27.9%의 요원은 ‘보통이다’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민간 지원에 대해 ‘충족함 및 매우 충족함’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은 단지 11.0%에 불과했고 34.9%의 

요원은 ‘보통이다’라고 인식하였다. 

실행 또한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에 관한 양적 

자료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는 사회성, 교육, 돌봄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방과후 및 방학중 돌봄 서비스’이다. 또한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이 현행 지원 수준이 낮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선택한 

지원 정책은 주로 보건의료 영역에 결과가 집중되었는데, 

‘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아동의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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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등이 

그 내용이다. 요약하면 상술한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확대가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는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욕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는 대부분 기본 욕구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기를 

위한 욕구 및 아동발달단계 별 복지욕구 충족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다롄시의 현행 복지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생계 

유지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동발달단계별 욕구에 맞추어 제공하는 지원은 향후 발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각종 지원 주체의 역할과 

현행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보완점에 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가정(친척),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지원 주체는 

정부 및 가정이고, 지역사회위원회와 학교는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 정책의 전달을 담당하는 동시에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 및 연결하는 등 지원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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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2)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생각하는 현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보완점에 대한 제안은 무엇인가? 

세 가지 영역별로 요약하면 첫째, 현행 보건의료, 교육, 수급 

지원금 등의 지원은 모두 수급자 가구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욕구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건의료 지원의 질환 

종류와 한도, 고등학교 교육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현재 미지원 부분 즉, 심리 및 여가생활 

등 아동발달특징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수급자 가구 구성원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발달단계별 복지욕구에 

맞추어 지원하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문제1~연구문제3에 관한 모든 양적 자료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한 다섯 가지 가장 중요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보면, 첫째, ‘고등학교 학비 지원’ 한 

가지만 이와 대응하는 지원이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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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이 두 가지 복지욕구와 

대응하는 복지 지원이 존재하지만 지원의 강도가 매우 부족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및 ‘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은 현행 지원이 없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한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에도 결과로 

포함되었다. 

현행 복지 정책/서비스를 보면,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생활용품 지원’이란 지원 정책이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항목이라고 인식하였다.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한, 실행이 필요한 복지 

정책/서비스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방학중 돌봄 서비스’, ‘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학교내 일반 활동(문화 

활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원’ 이 다섯 가지 항목은 아직 

대응하는 지원 항목이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복지 정책/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128 

요컨대,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현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아동의 

기본적 생존 욕구를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복지욕구에 관한 지원이 현재 부재하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복지욕구 조사의 주제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에만 집중되어 고아, 노숙인 아동, 농민공 자녀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될 보완점은 다른 도시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노숙인 아동, 농민공 자녀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과 

이들의 복지욕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을 중국 다롄시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비슷한 발전 수준의 지역에만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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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이다. 다롄시의 사례를 다른 중국 지역의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의 발전 현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 타 도시 지역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뷰 대상자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복지욕구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나 그가 

속한 사회 계층에 통용되는 기준에 준하고, 단순 전달자로서 

자신이 속한 처지와 관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수급자 가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두 

집단의 정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비확률표집인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 요원들은 대부분 

주로 자신의 지역사회 위원회와 밀접한 행정 관계가 있는 다른 

지역사회위원회의 요원을 추천했다. 따라서 이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아동의 복지욕구 및 현행 지원 정책/서비스에 관한 

자료의 결과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결과의 해석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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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함의 및 제안 

 

본 연구가 갖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독창성은 다음과 같다. 

(1)선행연구들은 수급자 가구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특별히 연구 대상을 수급자 가구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2)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연구조사는 2003년에 시행된 것으로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두 달동안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최신 

자료를 얻어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3)이전의 연구는 주로 

의료욕구나 교육욕구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 하였으나 본 

연구는 보건의료, 교육을 포함한 전체적인 복지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둘째, 최근에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가 과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관한 욕구 및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욕구 두 가지 분야의 복지욕구를 

포함하여 최저생활보장 요원이 인식하는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이는 기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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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최근에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욕구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분석결과는 현재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생계유지에 관한 욕구가 이미 대부분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육, 보건의료 그리고 가정 돌봄에 

관한 욕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다롄시 지원 정책의 보완은 생계유지에 관한 지원보다 

아동의 발달단계 별 차별화된 욕구에 초점을 둔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타 도시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 체계 수립시 본 연구 결과는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롄시는 중국 동부 지역의 도시로서, 이와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동부 도시가 많다. 따라서 다롄시의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복지체계를 검토한 점은 동부 지역의 다른 여러 도시들의 

지원체계 발전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동부 지역 

이외의 서부, 북부, 남부 지역 등 중국 전역의 다롄시와 

경제수준 및 발전 규모가 비슷한 지역에서 역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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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결과 및 함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의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지원 정책에 관한 제안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지원 정책은 주로 최저생활보장 제도, 의무교육 제도 

그리고 도시 주민 중대질환 의료보험 제도, 이처럼 기본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현행 지원, 특히 보건의료 및 교육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현행 복지 정책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대부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일반질환부터 중대질환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지원하는 질환 종류 및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보건의료 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수급자 가구 아동이 일반질환과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비용 지원은 보건의료와 같이 수급자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로 나타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교육 

지원의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의무교육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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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에는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 가구에게 급식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지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과정 지원은 학비 및 고등학교 

국가 보조금 지원만 있으므로, 교복비, 교재비 등의 비용에 관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 가구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율 및 졸업률 제고를 위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많은 

교육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앞으로 다롄시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이다.  

UN의 아동권익공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시 호적 수급자 가구 아동은 수급자 

가정 내의 구성원으로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욕구 파악이나 아동의 발달 욕구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절대빈곤의 문제는 가구 차원에서 

최저생활보장 제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의료와 교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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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그리고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가구별 욕구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을 앞으로 대폭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성, 돌봄, 심리 그리고 여가생활 등 아동의 발달 

욕구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에 최저생활보장제도, 특히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근 욕구별 맞춤형 지원제도로 

개편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경우에 참고, 적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예,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을 

정하고 소득이 이보다 적은 가구에게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5  그러나2015년 7월 이후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통합 급여 체계에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생계비 보조만이 아닌, 빈곤층의 생계, 의료, 교육, 주거의 

급여가 각각 상이한 기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 기초 

                                            
25 보건복지부-맞춤형 급여 개편 

http://www.mw.go.kr/sotong/cy/scy0102ls.jsp?PAR_MENU_ID=12&

MENU_ID=12040502#tab02 

http://www.mw.go.kr/sotong/cy/scy0102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2#tab02
http://www.mw.go.kr/sotong/cy/scy0102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2#ta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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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중국의 현 최저생활보장제도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는 단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빈곤가구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최저생계비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교육지원, 의료비지원, 혹은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런한 

제도로의 개편을 위해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로의 개혁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맟춤형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발달 욕구에 초점을 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아동복지센터 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상담소, 임소보호소,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문행정기관이다. 26  중국에 

아동복지센터를 적용한다면 기관내에 아동복지사를 배치하고 

지역 아동의 가정생활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급자 가정 

아동의 복지욕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수급자 가정의 

아동양육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롄시에서도 정부를 통해서 주민센터마다 전문적 

                                            
2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https://ch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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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활동센터 같은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문 아동복지기관을 통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학습지도, 심리상담, 여가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복지센터내에 

사회복지사, 상담사, 학습 지도 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수급자 가구 아동의 개별화된 복지욕구를 지원하고,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수급자 가구 아동의 사회성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적 근무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과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급자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빈도, 수급자 가구 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행정 절차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일괄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최저생활보장 요원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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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질문지(한국어)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인터뷰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인터뷰 질문지는 다롄시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귀한 의견은 도시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빠짐없이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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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급자 가구 아동 복지욕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다음은 수급자 가구 아동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는 

(1) 필요의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2) 필요성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복지욕구를 골라순위(1~5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3) "기타" 항목에는 아래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목록 이외에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복지욕구를 적어주십시오. 

(4) 20과 23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기업해 주십시오.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필요성 정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

다 

필

요

 

하

다 

매우 

필요 

하다 

순

위 

아

동 

개

인 

영

양 

(1)아동 신체 발달을 

위한 영양 섭취 지원 
1 2 3 4 5   

보

건 

의

료 

(2)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1 2 3 4 5   

(3) 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 

(처방약비 포함)  

1 2 3 4 5   

(4)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1 2 3 4 5   

(5)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1 2 3 4 5   

심

리 

(6)아동 개인 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1 2 3 4 5   

(7)아동의 

심리적·인지적인 수준 

향상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예방 차원) 

1 2 3 4 5   

사

회

성  

계

발 

(8)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왕따, 불리잉 

등 예방 차원) 

1 2 3 4 5   

가

정 

돌

봄 

(9)방과후 돌봄 서비스 1 2 3 4 5   

(10)방학중 돌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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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서비스 

(11)시간제 단기보호 

서비스(필요할 때만 몇 

시간내 자녀를 맡기는 

것) 

1 2 3 4 5   

(12)아동의 생활용품 

지원(예: 복장류, 

신발류 등) 

1 2 3 4 5   

부

모

와  

자

녀  

관

계 

(13)수급자 가구의 

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예방 차원) 

1 2 3 4 5   

(14)아동 학대에 관한 

발견/보호 프로그램 
1 2 3 4 5   

학

교 

환

경 

교

육 

(15)학기중/방학중  

학습 지도 
1 2 3 4 5   

(16)학습 장소 지원 1 2 3 4 5   

(17)과외 

비용지원(학습 능력 

향상 목적) 

1 2 3 4 5   

(18)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1 2 3 4 5   

(19)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 등) 

1 2 3 4 5   

(20)고등학교 학비 

지원:                      
1 2 3 4 5   

(21)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1 2 3 4 5   

사

회

성  

계

발 

(22)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동/체험학

습/소풍 등) 비용 지원 

1 2 3 4 5   

지

역 

사

회 

환

경 

주

거  

환

경 

(23)놀이터/도서관/활

동센터 등 복지시설/ 

장소와 관련된 욕구:             

1 2 3 4 5   

여

가  

(24)수급자 가구 

아동의 취미 생활 계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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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프로그램 

(25)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문화장소(공원/영화관/

박물관 등) 방문 기회 

제공 

1 2 3 4 5   

  
기

타 
(26)기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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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다음은 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항목입니다. 

귀하는 

(1)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의 해당란에 √ 표시하고 지원의 주체를 

적어주십시오. 

(2)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3)필요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지원 항목을 골라 순위(1~5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4)기타" 항목에는 아래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가 생각하시기

에 필요한 지원 시비스를 적어주십시오. 

 지원 정책/서비스 

현행 

정책 

/서비

스 

실행 

또는 

확대가 

필요함 

지원

의 

주체 

필요

성 

순위 

영양 
(1)아동 신체 발달을 위한 

영양 섭취 지원 

    

보건 

의료 

(2)아동의 약비 

지원（비처방약）  

    

(3)아동의 외래/입원 치료비 

지원(처방약비 포함)  

    

(4)아동의 중대질환 치료비 지

원(처방약비 포함) 

    

(5)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심리 

(6)아동 개인 상담  

서비스(사후 개입) 

    

(7)아동의 심리적•인지적인 

수준 향상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 

(예방 차원) 

    

돌봄 

(8)방과후 돌봄 서비스     

(9)방학중 돌봄 서비스     

(10)시간제 단기보호 서비스

(필요할 때만 몇 시간내 자녀

를 맡기는 것) 

    

(11)아동의 생활용품 지원(예: 

복장, 신발 등) 

    

부모

와 

자녀 

관계 

(12)수급자 가구의 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예방 차원) 

    

(13)아동 학대에 관한 발견/보

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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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족상담 서비스 

(사후 개입) 

    

교육 

(15)학기중/방학중 학습 지도     

(16)학습 장소 지원     

(17)과외 비용 지원(학습 능력 

향상 목적) 

    

(18)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 

    

(19)초·중·고 고급 문구 지원

(컴퓨터, 프린터, 전자사전등) 

    

(20)고등학교 학비 지원:                                       

(21)고등학교 교구/교재 구입 

비용 지원 

    

(22)지역사회/학교의 

주변사회자원을 활용한  

무료/ 혜택 지원(예: 영어학

원,미술학원, 수능학원 등 교

육의 지원) 

    

주거 

여가 

생활 

 

(23)놀이터/도서관/활동센터 

등 복지시설/장소와 관련된 

지원     

    

(24)수급자 가구 아동의 취미 

생활 계발 프로그램 지원 

    

(25)수급자 가구 아동을 위한 

문화장소 (공원/영화관/박물

관) 방문 기회 제공 

    

사회

성 

 계발 

(26)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예방 차원) 

    

(27)학교내 일반 활동(문화활

동/체험학습/소풍 등) 비용 지

원 

    

기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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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부합 수준 및 지원 체계 현황 

다음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와 현 지원 체계의 부합 수준, 

또한 관련된 행정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질문 사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실제 근무자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1 2 3 4 5 

2.실제 근무자 입장에서, 현재 민간 

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1 2 3 4 5 

3.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아동의 자격을 어떻게 심사하는가? 심사 

절차는 어떠한가? 

4. 복지 정책을 수립 전에 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평가의 도구가 어떠한가? 

5.수급자 가구 아동의 복지욕구 변화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는가? 

만약에 새로운 복지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파악하는가?  

6.수급자 가구 아동이 어떤 욕구/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위원회에 

찾아왔을 때 

관련된 지원 서비스/정책이 있으면 어떻게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는가? 

관련된 지원 서비스/정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7.수급자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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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례관리가 없으면 수급자 가구 아동의 욕구에 대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가? 

9.수급자 가구 아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가정(친척), 지역사회, 

학교의 역할은 각각 어떠한가? 

10.실제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떻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 최저생활보장 요원[民政专干] 일반적인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4. 최저생활보장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년 

5. 근무하는 지역사회의 이름은                             

6.(1) 근무하는 지역사회위원회에서 최저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하는 최저생활보장 요원은            명이 있다. 

(2) 근무하는 지역사회에서 현재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수는?          가구 

(2)그중에 초·중·고등학교 재학 아동이 있는 가구 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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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질문지(중국어) 

 

 

访谈调查：大连市城镇低保家庭儿童的福利需求 

与救助体系 

 

您好： 

 

   此次访谈调查的目的是了解大连市城镇低保家庭儿童有哪些福利

需求，以及目前的救助体系与儿童福利需求的匹配程度。 

   访谈过程所涉及的个人信息均会遵守社会调查道德规范严格保

密，调查结果也仅用于学术研究。您宝贵的意见和建议对城镇低保

儿童救助体系的完善具有非常重要的参考价值，希望您能够认真、

诚实地作答。 

   非常感谢您的参与！ 

 

2015年1月  

首尔大学 社会福利专业 

李旌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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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低保家庭儿童的福利需求 

下文为低保家庭儿童的各项福利需求 

(1)请您对低保家庭儿童福利需求的需求度打分。 

(2)选出您认为最重要的5项需求，并按照1~5的顺序排序。 

(3)20和23号问题，请回答您认为最需要的部分。 

(4)若您认为某项需求在提问中没有涉及却确实存在，请在“其它”栏中注

明，并对需求度打分。 

低保儿童的福利需求 

需求度 

完

全

不 

需

要 

不 

需

要 

一

般 

需

要 

非

常 

需

要 

排

序 

儿

童

个

人 

营养 
(1)儿童身体发育所需的营养补

助 
1 2 3 4 5   

医疗 

保健 

(2)儿童药费补助（非处方药） 1 2 3 4 5   

(3)儿童门诊/住院治疗所需医药

费补助 
1 2 3 4 5   

(4)儿童重大疾病治疗所需医药

费补助 
1 2 3 4 5   

(5)儿童预防接种费用补助 1 2 3 4 5   

心理 

健康 

(6)针对儿童个人的心理救助

（治疗为目的） 
1 2 3 4 5   

(7)提高儿童心理认知发展水平

的相关支援活动  

(预防心理疾病为目的) 

1 2 3 4 5   

社会

性发

展 

(8)帮助儿童发展同龄人交际关

系的项目(预防孤立、欺凌等现

象为目的) 

1 2 3 4 5   

家

庭

环

境 

儿童 

照顾 

(9)放学后儿童看管服务 1 2 3 4 5   

(10)寒暑假儿童看管服务 1 2 3 4 5   

(11)小时制短期儿童看管服务

（需要的时候临时找人看管照顾

儿童几小时） 

1 2 3 4 5   

(12)儿童的生活用品支援 (例：

服装，鞋帽等)  
1 2 3 4 5   

亲子 

关系 

(13)低保家庭亲子关系增进项目 

（预防亲子关系疏远、恶化为目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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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14)防范儿童虐待的相关措施

（例：举报、儿童保护） 
1 2 3 4 5   

学

校

环

境 

教育 

(15)学期中/寒暑假课业辅导 1 2 3 4 5   

(16)提供学习场所 1 2 3 4 5   

(17)以提高学习成绩为目的的课

业辅导费用支援（例：家教费） 
1 2 3 4 5   

(18)小/初/高 学校午餐费补助 1 2 3 4 5   

(19) 小/初/高 高档文具支援 

(电脑、打印机、电子词典等) 
1 2 3 4 5   

(20)高中学费补助:                      1 2 3 4 5   

(21)高中教材费/学习用品费用

补助 
1 2 3 4 5   

社会

性发

展 

(22)学校组织的活动 

(文娱活动/体验参观/春秋游等) 

费用补助 

1 2 3 4 5   

社

区

环

境 

居住 

环境 

(23)（儿童游乐场/图书馆/儿童

活动中心等）  

福利设施/场所的需求:             

1 2 3 4 5   

课余 

生活 

(24)低保儿童课余爱好发展的相

关支援项目 
1 2 3 4 5   

(25)为低保儿童提供文化场所

（公园/电影院/博物馆等)访问

参观机会 

1 2 3 4 5   

  其它 (26)其它:                               1 2 3 4 5   

 

 

 

 

 

 

 



 

 

157 

B. 低保家庭儿童的相关救助政策和关怀服务 

下文为与低保家庭儿童的相关救助政策和关怀服务 

(1)请您选出目前实际存在的救助政策和服务，并标注提供救助的机构。 

(2)请选出您认为对低保家庭儿童来说需要新增的项目或者需要扩大救助力

度的现存项目。 

(3)请选出您认为最需要的5项救助措施，并按照1~5排序。 

(4)若您认为某项救助措施低保家庭儿童非常需要，下列项目中却没有提

及，请在“其它”一栏中注明。 

救助政策/关怀服务 

现行

救助

项目 

需要新

增或扩

大救助

力度的

项目 

提供救

助的 

机构 

需求

度排

序 

营养 
(1)儿童身体发育所需的营

养补助 

    

医疗保健 

(2)儿童药费补助（非处方

药） 

    

(3)儿童门诊/住院治疗所

需医药费补助  

    

(4)儿童重大疾病治疗所需

医药费补助 

    

(5)儿童预防接种费用补助     

心理健康 

(6)针对儿童个人的心理救

助（治疗为目的） 

    

(7)提高儿童心理认知发展

水平的相关支援活动  

(预防心理疾病为目的) 

    

照顾 

(8)放学后儿童看管服务     

(9)寒暑假儿童看管服务     

(10)小时制短期儿童看管

服务（需要的时候临时找

人看管照顾儿童几小时） 

    

(11)儿童的生活用品支援 

(例：服装，鞋帽等) 

    

亲子关系 

(12)低保家庭亲子关系增

进项目 

（预防亲子关系疏远、恶

化为目的） 

    

(13)防范儿童虐待的相关

措施（例：举报、儿童保

护） 

    

(14)家庭成员咨询辅导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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务(以修复家庭关系为目

的) 

教育 

(15)学期中/寒暑假课业辅

导 

    

(16)提供学习场所     

(17)以提高学习成绩为目

的的课业辅导费用支援

（例：家教费） 

    

(18)小/初/高 学校午餐费

补助 

    

(19)小/初/高 高档文具支

援(电脑、打印机、电子词

典等) 

    

(20)高中学费补助:                                         

(21)高中教材费/学习用品

费用补助 

    

(22)利用社区/学校周边的

社会资源为低保儿童提供 

免费/优惠的教育等其它相

关支援(例：英语美术学业

等培训班) 

    

课余生活 

(23)（儿童游乐场/图书馆

/儿童活动中心等）  

福利设施/场所的需求:                 

    

(24)低保儿童课余爱好发

展的相关支援项目 

    

(25)为低保儿童提供文化

场所 

（公园/电影院/博物馆等)

访问参观机会 

    

社会性发

展 

(26)帮助儿童发展同龄人

交际关系的项目 

(预防孤立、欺凌等现象为

目的) 

    

(27)学校组织的活动 

(文娱活动/体验参观/春秋

游等) 费用补助 

    

其它  (28)其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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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匹配度与救助体系 

下面是低保儿童的福利需求与现有救助体系匹配度，以及救助体系现状的

相关问题。 

问题 

完全

不符

合 

不

符

合 

一

般 

符

合 

非常

符合 

1.作为社区低保专干，您认为目前政府

所提供的救助政策与服务能否满足低保

家庭儿童的福利需求？ 

1 2 3 4 5 

2.作为社区低保专干，您认为目前非政

府（民间）机构所提供的救助服务能否

满足低保家庭儿童的福利需求？ 

1 2 3 4 5 

3. 如何审查低保儿童的低保资格？儿童申请低保需要经由哪些程序？ 

4.制定救助措施之前，通常如何掌握低保儿童的福利需求？通过怎样的评

估工具和渠道了解低保儿童的福利需求 

5.工作人员如何掌握低保儿童福利需求的变化？若低保儿童产生新的需

求，低保专干如何掌握了解？  

6.低保儿童产生某项需求/发生某困难来向社区求助， 

如果有相应的救助对策，低保专干如何帮助低保儿童解决困难？通常会让

他们去哪些机构求助？ 

如果没有相应的救助对策，低保专干如何帮助低保儿童解决困难？ 

7.对低保家庭儿童有无相应的案例管理？  

8.若没有案例管理，针对低保家庭儿童的某项需求提供帮助之后，有无相

应的后续跟进管理，具体如何运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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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在低保家庭儿童的救助体系中，政府、家庭、社区、学校分别担当怎样

的角色，各自提供救助支援的程度如何？ 

10.作为社区低保专干，您认为目前低保家庭儿童的救助体系有哪些需要改

进的地方？您对未来城镇低保儿童福利体系的发展方向有何建议？ 

 

D.社区民政专干信息 

1. 您的性别   □ 男      □ 女 

2. 您的年龄是             周岁 

3. 你是否有子女  □有    □ 无 

4. 您担任社区民政专干这项工作多久？           年 

5. 您工作的社区居委会的名字                            

6.(1) 您工作的社区居委会共有             名负责管理低保户的民政专

干 

(2) 您工作辖区内低保户家庭共有          户 

(2) 您工作辖区内低保户家庭中，有小学、初中、高中在学儿童的低保

户各有         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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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中国大连市城镇低保儿童福利需求与救助体系 

-基于社区低保专干的认知视角- 

 

首尔大学 研究生院 

社会福利专业 

李旌瑄 

 

本研究于2015年初在中国大连市采用访谈调查方法，以43名社

区低保专干为访谈对象实施调查，从而收集到社区低保专干认知下

的大连市城镇低保儿童的福利需求，相应福利政策与救助服务的现

状，以及两者符合程度的相关数据。在此基础上，对目前大连市城

镇低保儿童救助体系是否能满足低保儿童的福利需求进行分析，最

终提出救助体系应当结合儿童成长发展需求提供救助服务的建议。 

本研究的主要结论如下。第一，低保专干所认知的城镇低保儿

童最需要的五项福利需求分别为：‘儿童重大疾病治疗费（包括处

方药费）’，‘高中学费’，‘高中教材教具费’，‘小初高校内

午餐费’，‘儿童门诊与住院治疗费（包括处方药费）’。第二，

目前大连市的救助政策主要有：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临时救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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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慈善总会的救助项目，高中国家助学金制度，职业高中教育

费用补助，临时物资救济等。第三，低保专干对大连市城镇低保儿

童的福利需求与目前福利救助体匹配度的认知情况调查结果为：大

多数低保专干持‘符合与非常符合’（39.5%）的积极态度，27.9%

的低保专干认为‘一般’。对于民间救助体系，持‘符合与非常符

合’积极态度的低保专干仅有11.0%，大部分低保专干认为‘一般’

（34.9%）。低保专干认为需要尽快实施的救助项目主要集中在社交

性救助（参与校园活动），教育救助（小初高高档文具支援），照

顾类服务（放学后与假期照顾）三个领域；现有救助水平过低需扩

大救助力度的为医疗救助（儿童门诊和住院治疗费，儿童重大疾病

治疗费）领域。 

本研究的意义与影响如下：第一，目前城镇低保儿童可享受到

的救助政策主要有最低生活保障制度，义务教育制度以及城镇居民

医疗保险，上述三项政策现阶段的救助力度与范围仍有不足，需要

扩大报销额度与救助内容范围，特别是医疗救助与教育救助的救助

水平严重不足。现有医疗救助的救助范围所涵盖的病种与救助额度

均不能满足低保儿童的相应需求，需要进一步扩大报销病种的数量

与报销额度上限，使低保儿童不论是大病小病皆有保障。教育救助

方面，需要在现有义务教育制度的基础上提供小初高校内午餐费资

助，以及高中阶段校服费和教材费等费用的资助。第二，最低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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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障制度作为城镇低保儿童最主要的救助来源，目前仅以低保家庭

为单位提供低保金，对于低保户家庭成员中的未成年儿童暂时没有

结合儿童的特点提供救助服务，下一步需要开发以低保儿童为主要

救助对象的多样化救助体系。第三，目前行政管理尤其是入户走访

与回访这两方面还处于比较薄弱的环节，需要尽快制定标准化规

范。 

    作为一项探索性研究，本研究不仅实地调查了大连市城镇低保

儿童的福利需求以及城镇低保儿童在各个生长发育阶段的特色需

求，还分析了考虑儿童生长发育阶段的不同需求来提供救助政策与

服务的必要性。本研究的调查分析结果不仅适用于大连市，对其他

中国城市的城镇低保儿童福利救助体系的完善与发展也具有参考价

值。 

 

关键词：最低生活保障制度，低保儿童，福利需求， 

低保儿童救助体系 

学号： 2012-23896 

 

 

 

 



 

 

164 

Abstract 

 

A Study on China Urban Subsistence 

Allowance Children’s Welfare Needs and  

China’s Assistance System in Dalian 

-Focusing on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s Perspective– 

 

JingXuan L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opics of urban subsistence allowance for 

children’s welfare needs in Dalian, China. The current assistance system 

for children and the matching degree of both in Dalian China will be 

looked at through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 The approach to solve this problem was conducted with interviews 

and surveyed a total of 43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 in 

Dalian during two months in spring 2015. With the survey data, this study 

http://dict.youdao.com/w/assistance_service_system/
http://dict.youdao.com/w/assistance_service_system/


 

 

165 

analyzed the matching degree between urban subsistence allowance of 

children’s welfare needs and its current assistance system in Dalian.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for urban 

subsistence allowance for children’s assistance system, especially with the 

perspective of providing assistance policy and service considering child 

developmental needs. 

 There are three main results obtained in this research. First, in the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s opinion, the most important 

five welfare needs are ‘Children’s serious disease treatment charge 

(including medicine fee)’, ‘High school tuition’, ‘High school 

stationary/course material fee’, ‘primary & middle & high school lunch 

fee’, and ‘Children’s office visit & hospitalization Fee(including medicine 

fee)’. Second, the current welfare policy and service in Dalian are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temporary assistance system, the 

program of China Charity Federation, High school financial aid, 

Vocational high school scholarship, and Temporary relief supplies. Third, 

as to matching the degree between the governmental welfare policy & 

service, most of the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s had a 

positive attitude (39.5%) as the ‘matched & well matched’, while 27.9% 

of Community Subsistence Allowance Staffs chose the ‘ordinary’. 

http://dict.youdao.com/w/assistance_service_system/
http://dict.youdao.com/w/assistance_service_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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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attitude to the matching degree between Urban Subsistence 

Allowance Children and the non-governmental relief showed only 11.0% 

of them to have a positive attitude, while 34.9% of them chose the 

‘ordinary’ as their answer. For welfare policy & service; the items chosen 

in need to be added are sociability (Activities on campus), education 

(primary & middle & high school stationery relief), and care (after 

school& vacation care service). From the current welfare policy & service, 

they choose Health (Children’s office visit & hospitalization Fee, 

Children’s serious disease treatment charge) as the item which its scope of 

aid ought to be expan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policy & clin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the subsistence allowance system,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the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all current policies, only fulfill fundamental needs for urban 

subsistence allowance for children. Therefore, its supporting strength and 

aid ranges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for the Health and Education. 

For Health, the current range of relief disease category, financial aid’s 

limit ought to be expanded. For Education, school lunch fee, high school 

course material fee, uniform fee and so on should be funded. Second, as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policy, the subsistence allowance system 

http://dict.youdao.com/w/sociability/
http://dict.youdao.com/w/significance/
http://dict.youdao.com/w/subsistence/
http://dict.youdao.com/w/allowance/
http://dict.youdao.com/w/system/
http://dict.youdao.com/w/compulsory/
http://dict.youdao.com/w/education/
http://dict.youdao.com/w/system/
http://dict.youdao.com/w/subsistence/
http://dict.youdao.com/w/allowance/
http://dict.youdao.com/w/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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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provides the minimum living allowance based on the family unit and 

there is no support for children of subsistence allowance in the family. 

Therefore a support system that is fitting and considers chil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should be implemented for future improvement. Third, at 

present,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for urban subsistence allowance 

for children have not been established, thus standardized rules should be 

statured immediatel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not only investigated the Urban 

Subsistence Allowance Children’s Welfare Needs and the information of 

children’s welfare need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 characteristics, but 

also analyzed the necessity to attach great importance to providing welfare 

policy & service matching to the children’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ir basic living.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reference to develop and perfect other city’s Urban 

Subsistence Allowance Children’s Welfare system. 

 

Key Words: urban subsistence allowance system, children of urban 

subsistence allowance family, welfare needs, assistance 

system for children  

Student Number: 2012-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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