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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

: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미 현
(백석대학교)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

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

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

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

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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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용불안

정, 사회양극화, 가족해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증가 등 사회불안

정 요인의 확대를 심화시켰다(김용하, 2010). 10년 전의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획기적인 공공부조제도를 안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10년 후인 최근의 위기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서,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가 직접 도움을 제공하거나 또는 주거 ․ 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함으

로써 일상생활 유지와 재활 ․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강혜규 외, 2007). 복

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아동청소년, 여성 및 가족, 특수집단(노숙인, 미혼모, 다문화가

족,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 보육, 주

거, 재활,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이 주된 서비스 내용이 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능동적 복지와 친서민정책의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은 전

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내용 및 효과면에서 볼 때 문

제를 안고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복지예산의 30%가 기초생활수

급자 153만 가구에 사용될 정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절대적 빈곤층에게 국

가가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보장하게 되었지만 빈곤탈출효과는 크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김용하, 2010). 

능동적 복지는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시혜적 ․ 사후적 복지를 지

양한다. 또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

제성장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일

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에 의한 성장복지를 강조한다(김용하, 2010). 이런 점에서 사회서

비스의 도입은 서비스의 수혜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

문에 예방적 차원 및 능동적 복지실현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즉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지원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최대의 복지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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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매우 적합한 제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가족구조의 부상, 인구고령화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상승 작용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되자, 정부는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

고, ‘보건복지부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 국민

의 의식도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일반화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

나의 권리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더 이상 특정계층의 복지만 가지

고는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중

앙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로써 정부

는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개발 ․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

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 ․ 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별 ․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은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 형성, 건강 투자, 고령 근로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

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

가족부, 2009a).

근래 들어 우리 사회의 복지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규모의 축소, 여성의 경제활

동 증가, 가정해체, 가족과 지역공동체 간의 단절 등으로 인한 가족 내 돌봄기능의 공

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력 제일의 풍토 속에서 가족이 충분히 돌보지 못해 부차

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미숙 ․ 정경

희, 2009b). 취약가정이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높은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된다.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확충은 우리 사회의 장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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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10).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잠재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

화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의 10대 유망 서비스를 선정하고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10a). 그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아동발달지원사업분야’로서, 취약계층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지원하

고, 문제행동이나 인터넷 중독 등 정서적 결핍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예방적 개

입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구빈곤과 같은 가정의 취약성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분석

한 김광혁과 차유림(2007)의 연구결과, 빈곤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입증

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들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의 빈곤이나 경제적 긴장의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는 여러 요인이 있

겠지만, 특히 자아개념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매개(손진희 ․ 김안국, 2005)함과 동시에, 

행동변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다(이장호, 1982).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자아개념

은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격과 정신건강수준에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데(황경열, 1999), 이러한 자아개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접촉,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Shaffer, 2000).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삶의 만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아개념은 크게 자기자신

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눌 수 있다(홍승표, 2008).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Rogenberg, 1965), 이후의 발달 및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Taft, 

1985),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Schimmack & Diener, 2003). 그러나 부

정적인 자아개념은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 입증되고 

있다(Levi, 2001; Marshall et al., 1997; Gottfredson & Hirschi, 1990). 

한편, 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또는 자아개념이론

(self-concept theory)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낮은 가구소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부정적 환경요인으로 인한 비행유발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봉쇄력을 가진다고 한다

(Reckless et al., 1956). 청소년 비행에 영향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찰한 박철현

과 서영조(2005)의 연구에서도 가구소득 자체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영향력있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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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밝혀졌다. 연구결과, 가구소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긴장은 비행 유발 요인이 되지만, 긍정적 자아개념이 비행으로의 발전을 막는 의미있는 

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은 개인의 적응 및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소로서,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정서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작용(Uhrlass et al., 2008; Buhrmester 

& Furman, 1987; Cole et al., 2001)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아동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확고하게 자리잡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발달 및 적응력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가 된다. 또한 자아개념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사람들과의 접촉 및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하므로,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의 제공 

및 노력이 요구된다. 

의도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

을 보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

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정유정 외, 2008),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

로 원예치료가 자아개념과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황이화 외, 2007), 

소집단 훈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연구(황경열, 1999) 등, 모두 개입 프

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정여주(2007), 남현우와 이지현(1999)

의 연구에서도 미술활동을 통한 집단치료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에 미치는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미술치료, 원예치료, 리더십프

로그램 등의 단일 프로그램을 소집단 아동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차원에서의 포괄적 집중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중관리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성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보건사회연구  32(1), 2012, 177-20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82

<연구문제1>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

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미치는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시의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

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된 116명의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C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조적 ․ 기능적 ․ 문화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의 아동들로서 빈곤, 가족해체 등의 

가족적 위기에 처한 아동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6)

변인 변인구분 빈도(%)

가구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3(45.7)

차상위계층 7( 6.0)

일반저소득 50(43.1)

한부모가정 6( 5.2)

연    령
저학년(1~3학년) 51(44.0)

고학년(4~6학년) 65(56.0)

성    별
남자 75(64.7)

여자 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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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45.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일반저소득가구가 43.1%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7%, 한부모가정이 

6%였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4~6학년의 고학년아동(56.0%)이 1~3학년의 저학년

(44.0%)보다 약간 많았다. 성별구성은 남자아동(64.7%)이 여자아동(35.3%)보다 다소 

많은 비율을 보였다.

2. 사업의 추진배경 및 진행과정

본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일자리의 감소, 사회서비스 분야에 

창의적인 청년 참여의 필요, 경제 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적극 보호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된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되었다. 실업 청년에게 단순히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에 일원으로 

기여하고 미래의 직업비전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보건복지가족부, 2009b)로 시험적으

로 시도된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 확충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총 37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2009년 6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모집하여 동년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7개월간의 단기집중형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지원사업의 한 유형인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

족 등의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가정의 아동으로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

하 가구의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잠재위험요인을 보유한 취약

가정의 아동에게 위기진단, 학습 ․ 특기개발지원, 활동기회 제공, 부모면담, 사후관리 등

의 체계적인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유도함으로써 

위기로의 전환을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사회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면담을 실시하여 가정의 위험요소 및 아동

의 위기수준을 진단한 후, 위기수준 및 문제유형별로 맞춤선택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은 <표 2>와 같다.



보건사회연구  32(1), 2012, 177-20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184

표 2. 사업 진행과정

단계 내  용 세  부  사  항 실시시기

1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신청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통한 대상자 선정 ’09. 6월

2 위기진단 및 

사전 검사

∙ 면담 및 스크리닝 검사 통한 대상자 파악

∙ 사례회의 통한 위기수준 진단 및 개입 서비스 내용 결정
’09. 6월

3
위기수준별

맞춤선택형

서비스 제공

∙ 위기수준이 낮은 대상에게는 잠재능력 개발 또는 문제 예방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적응력강화프로그램’ 중, 대상자의 선택에 따

라 해당 서비스를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

∙ 위기수준이 높은 대상에게는 문제 치료 및 해소를 위한 ‘맞춤형 치

료서비스’ 제공

∙ 심신의 건강 및 균형적 발달을 위해 정서, 사회성, 건강영역별로 취

약부분 개선 위한 ‘선택형 월별프로그램’ 제공

∙ 위기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들의 문화적 소외 방지 위해 ‘문화

체험나들이’ 실시

’09. 7월

~12월

4 사례 

슈퍼비전

∙ 서비스 점검 및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슈퍼바이저에 의한 개별

슈퍼비전 또는 집단슈퍼비전을 월 1회 이상 실시
매월

5 프로그램 

평가
∙ 사례회의 및 간담회 통한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평가 분기별

6 사후 검사 ∙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사후검사 실시 최종회기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자립과에서 제시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 안내｣(보건복지가족부, 2009b)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기본틀을 구성하고,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은 서비스 효과의 증대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문제유형별 및 

수준별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위기수준 및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선택형 주별프로

그램과 월별프로그램,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등 3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체

계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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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로그램의 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목  표 세부 활동 내용 제공주기
(시간) 제공방법

맞춤선택형

주별 

프로그램

능력개발프

로그램

잠재능력 개발 통한 

성장 지원

∙ 취약교과목 학습지원

∙ 특기적성개발 교육

매주1회

(1시간) 개별

적응력강화

프로그램

자존감 증진 및 

대인관계훈련 통한 

사회적응력 강화

∙ 자아성장프로그램

∙ 코칭 리더십

∙ 사회성 증진 훈련

맞춤형 

치료서비스

문제유형 및 수준별 

치료적 개입 통한 

문제 해소

∙ 심리치료(놀이치료, 음악

치료, 이야기치료)
∙ 인지학습치료, 언어치료 

맞춤선택형

월별 

프로그램

사회친화

체험활동

사회친화적 적응행동 

및 대처능력 향상

∙ 그룹별 운동

∙ 영화감상 및 토론

∙ 작은 음악회

월1회

(2시간) 소집단

해피 

뮤직타임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이완

∙ 뮤직 게임

∙ 어린이 난타

∙ 리틀 뮤지컬

유소년

스포츠

단체운동 통한 사회성 

및 협동심 고양

∙ 풋살

∙ 농구

∙ 발야구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초체력 증진 및 

근력 강화

∙ 스트레칭 지도

∙ 근력 강화 운동

공통 

프로그램

문화체험

나들이

문화정서 지원 및 

문화적 소외 방지

∙ 문화유적지 답사

∙ 공연 관람

∙ 체험마을 탐방

월1회

(8시간) 전체

4. 측정도구

아동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화와 고진영(2006)이 표준화한 초등학생용 

자아개념검사(SCI-II, 2009)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읽기, 수학, 일반교과, 신체

능력, 신체외모, 친구관계, 부모관계, 일반자아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별로 8개 문항씩, 총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아주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 되어있으며, ‘그렇다’고 응답할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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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개시된 2009년도 6월, C시 소재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자를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지자체 담당부

서에서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성 판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아동들을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개입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접수면접 및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검사

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익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개입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서비스 종결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상술하면, 선정된 서비스신청자를 대상으로 첫 면접에서 위기사정 및 자아개념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간 대상자별로 문제의 유형 및 위기수준, 서비스 욕구를 토대로 대상자

에게 적합한 맞춤선택형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개입

의 효과 검증을 위해 첫 회기에 사용된 검사도구와 동일한 자아개념검사를 재차로 실시

하였다.

검사의 진행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첫 회

기와 마지막 프로그램 종결 회기에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Win 18.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

성 파악 및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집단간 차

이검증을 위해서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효과는 쌍체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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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문제1>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개념의 하

위영역별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검사도구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의 리커트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

으로 지각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나타난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전반적 지

각 수준은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는 바와 같이 신체외모를 제외한 여타의 영역에서는 ‘보통이다’의 3점에 

근접하고 있다. 신체외모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3.9점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4점에 근

접한 점수를 보여 신체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아개

념의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은 수학교과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외모는 학습영역이나 능력(읽기, 수학, 일반교과, 신체능력), 관계영역(부모관계, 

친구관계) 등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해 볼 때 환경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선천적 

특질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가정의 아동은 환경적 요인이 작

용하는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에 대해 긍정적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 점수

하위영역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문항수

읽  기  9-40 23.86 (7.71) 2.98

수  학  8-40 23.32 (7.52) 2.92

일반교과  8-40 26.00 (7.17) 3.25

신체능력  8-40 24.24 (8.71) 3.03

신체외모 12-40 31.20 (6.40) 3.90

친구관계  8-40 25.48 (7.67) 3.19

부모관계  8-40 25.00 (9.49) 3.13

일반자아  8-40 24.94 (6.9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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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2>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지각의 차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유형이나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

의 기본적 선정조건이 전국평균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구이므로, 경제

적 곤란의 정도보다는 경제적 곤란의 경험유무 그 자체가 자아개념의 지각에 영향 미치

는 공통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발달심리학적 단계구분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집단을 1~3학년의 저학년집단과 4~6학년의 고학년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연령별로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읽기’

와 ‘쓰기’, ‘신체능력’, ‘부모관계’, ‘일반자아’ 영역에서 저학년아동이 고학년아동보다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가면 저학년에 비

해 학습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져 학습영역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고, 능력에 대한 또래

간 사회적 비교 및 객관적 평가가 더욱 분명해져 신체능력이나 일반자아에 대한 긍정적 

지각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고학년 아동의 학업에 대

한 부담, 자신감의 감소는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부모관계영역

에서 저학년에 비해 덜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추론된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개념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아가 남

아보다 읽기, 쓰기, 신체외모, 친구관계, 일반자아 영역에서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특성상, 사춘기 이전까지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일반적으로 여아가 인지적인 능력이나 신체발달,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보다 앞서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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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구유형 및 아동의 연령,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

구  분 읽  기
M(SD)

수  학
M(SD)

일반교과
M(SD)

신체능력
M(SD)

신체외모
M(SD)

친구관계
M(SD)

부모관계
M(SD)

일반자아
M(SD)

가

구

유

형

기초수급권자
24.17
(7.79)

23.34
(7.97)

26.24
(7.96)

23.63
(8.62)

31.51
(6.19)

25.85
(7.84)

24.44
(10.13)

25.61
(6.69)

차상위층
23.43
(7.50)

25.00
(3.32)

29.14
(4.30)

28.14
(3.53)

31.14
(5.76)

27.43
(6.90)

25.71
(8.79)

25.29
(2.50)

일반저소득
23.89
(7.87)

23.61
(7.76)

25.22
(6.72)

24.53
(9.49)

31.50
(6.33)

24.92
(7.72)

26.18
(9.14)

24.66
(7.70)

한부모가정
21.00
(8.08)

17.50
(3.79)

22.25
(6.55)

21.00
(8.29)

25.25
(9.64)

23.50
(8.74)

18.25
(5.91)

20.25
(7.14)

F값 .207 .931 .874 .726 1.224 .331 .931 .757

연

령

저학년
26.42
(7.45)

26.11
(7.68)

27.75
(6.59)

26.56
(8.60)

31.69(6.
67)

27.11
(6.62)

27.86
(9.20)

26.69
(7.44)

고학년
22.15
(7.47)

21.46
(6.87)

24.83
(7.36)

22.70
(8.51)

30.87(6.
25)

24.39
(8.18)

23.09
(9.27)

23.78
(6.39)

t값 2.659** 2.998** 1.918 2.094* .597 1.665 2.397* 1.986*

성

별

남  자
22.23
(8.34)

21.45
(7.26)

25.96
(7.90)

23.02
(8.14)

29.61(6.
29)

23.55
(7.12)

23.93
(9.14)

22.96
(6.21)

여  자
26.53
(5.71)

26.41
(7.00)

26.06
(5.88)

26.26
(9.35)

33.82
(5.75)

28.65
(7.59)

26.76
(9.92)

28.21
(6.92)

t값 -2.648** -3.189** -.06 -1.734 -3.184** -3.209** -1.382 -3.717***

* p < .05,  ** p < .01,  *** p < .001

3. <연구문제3>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미치는 집중관
리 프로그램의 실시 효과

집중관리 프로그램이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사전검사/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쌍체t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입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을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후에 일반교과, 신체능력, 친구관계, 일반자아 등의 하위영역에서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

개념 지각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6개월간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프로그램

을 통해 취약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능력 및 친구관계, 자아에 대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좀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읽기영역과 쓰기

영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지는 기초능력이 전제되는 학습영역이므로, 6개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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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뒤따르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질을 바탕으로 하므로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 등의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다. 부모관계에 대

한 지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사업의 대상이 아동과 부모를 

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완되어야 할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내용에 부모 또는 가족이 포함될 필

요성을 시사해준다.

표 6.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자아개념 지각 차이 검증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읽   기 23.49 7.42 24.53 6.08 -1.327

수   학 23.34 7.65 24.60 7.08 -1.732 

일반교과 25.55 7.08 27.10 7.11 -2.355*

신체능력 24.47 8.81 26.27 7.74 -2.327*

신체외모 31.16 6.65 30.30 5.47  1.109

친구관계 25.64 7.86 27.62 5.82 -2.355*

부모관계 25.16 9.64 25.86 8.42 - .590

일반자아 24.81 7.18 26.69 5.83 -2.658**
* p < .05,  ** p < .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를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비스 대

상자로 선정된 11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자아개념의 수준 및 가구유형과 

성별, 연령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

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입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신체외모영역’을 제외한 여타영역에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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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준의 지각수준을 보이고, ‘신체외모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 자아개

념을 나타냈다. 반면, ‘수학영역’은 가장 낮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이는 신체외모는 선

천적 특질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구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 선

정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므로, 경제적 수준에서 공통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 읽기, 쓰기, 신체능력, 

부모관계, 일반자아 등 여러 영역에서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가면 저학년에 비해 학습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져 학습영역

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또래간 사회적 비교 및 객관적 평가가 더욱 분명해져 자신감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부모자녀관계에도 부담요인으로 가중되어 긍정적 지각수준이 낮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발달특성상 여아가 남아보다 성

장이 빨리 이루어져 인지능력이나 신체발달, 사회적 관계에서 남아보다 앞서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

아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 및 주위 환경에 대해 갖는 생각, 관념, 태도로서, 성장

함에 따라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여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리킨다. 자아개념은 아동의 발달에서 정의적 목표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역량의 발달에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

다(김규수, 2006). 이로써, 사회서비스가 단순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의 기능을 수행함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인구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출산기피현상의 심화

로 점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인구의 동향을 보면, 1970년 16,41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아동인구가 1990년 14,489천명으로 감소하면서 총 인구대비 33.8%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감소세는 지속되어, 2003년 12,140천명, 2005년 11,72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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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902천명으로 감소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극적인 변화없이 계속 

유지된다면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 12~13%대로 떨어질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한 세대 안에 아동인구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현재 1.24명으

로,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1b). 따라서 미래 우리사회 주역

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달적 관점에서도 아동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기는 

한 개인의 삶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동기의 경험은 성인기 행동의 여러 특성

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며, 초기 경험으로 이루어진 발달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부적절한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 아동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좌절감 또는 발달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은 단순히 아동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기에는 성장, 성숙 및 학습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서 그 시기에 주어진 발달과업

을 달성해야 이후 삶의 과정에서의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이루어 가게 되며 건강한 성

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아동기

의 발달적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이 일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 발

달과업의 원만한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각 연령대에 따른 발달과

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아동기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한 사

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최근의 급격한 경제 ․ 사회적 변화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기에 나타나는 문제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신체적 건강문제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더욱 필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아동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문제행동, 학습곤란, 우울증 및 열등감 

등의 정신병리를 발달시키게 된다(강문희 외, 1998).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은 가장 민감한 집단이다. 아동기에는 환경적 요

인에 쉽게 영향 받기 때문에 문제발생률도 다른 연령집단보다 더 높다(구은미 외, 

2009).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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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문제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와 환경적 요소뿐

만 아니라 그들의 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 심리적 원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현황을 파

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로 정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건 ․ 복지 ․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전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이다(김미숙 ․ 정경희, 

2009a). 2009년도에 총 75개소의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를 2013년

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총 250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김미숙 ․ 정경희, 

2009b).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기 발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b).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 증가와 정신건강 수준의 심각성은 

전문화된 서비스와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정책을 출생에

서 자립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전 연령단계에서 다음 연령단계까지 정

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적으로 기본생활보장 지원, 위기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진로 및 자립, 치

료,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일반아동청소년들에게는 잠재역량을 개발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민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분야는 복지서비스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다루어져왔던 분

야이다. 예산 면에서도 2010년 예산은 1600억원으로 3.4조에 달하는 노인복지예산의 

21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미비

할 때 우리 사회의 앞날도 밝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 및 위기

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상별 집중지원체제의 필요성이 증대하

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조

기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돌봄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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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정부는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

스 신규시장의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지역사회욕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시행과정

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여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강상경 외, 2009), 의의있는 사회투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는 더욱 확충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된 이래

로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에 대한 검증작업

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표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이재원(2009), 이

남국과 서재호(2009), 한상미와 이상균(2009), 김선명(2009)의 연구 등이라 할 수 있

다. 이재원(2009)의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한상미와 이상균(2009)의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남국과 서재호(2009)의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

자사업이 구현하고 있는 분권형 정부간 관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선명(2009)의 연구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

료 지원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공급기관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실시된 이후,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삼은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한 서비스 유형이나 특성, 운영현황,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수혜자에게 가져다준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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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

해 검증작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

된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의 포괄적 집중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 및 기초자

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다룸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 추진목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성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

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및 실업률 해소의 실태와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7년부터 시

행되어 5년간의 실험기간을 거친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후속연구 및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아이템이 개발되고 

한국형 복지서비스 모형이 개발되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변국가가 벤치

마킹하게 되는 복지선진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미현은 서울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

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아동상담, 위기개입프로그램 등이며, 2007년도부터 현재까

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mail: mhhan@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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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Focused on Effects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n, Mi Hyun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Keywords: Investment Program of Community Social Service, Performance Analysis,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