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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권 량 희

본 연구의 목적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이
를 위한 개선 방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청소년의 가출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
생발달 주기 중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가장 혼돈을 겪는 시기인 청소년기이고 보호자가 없
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후 범죄와 연루될 수 있고, 개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기에 문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유형별로 특화
가 되고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2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가출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현황과 특성, 청소년쉼터의 가출 청
소년 지원현황을 분석하였으며, D시 청소년쉼터 5명의 소장들과의 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청
소년쉼터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각
기관 간 사업에 있어 사업대상과 목적에서 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동시에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본 연구가 가출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인 정책의 수립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

주제어 : 가출, 청소년,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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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청소년 가출은 그 자체로는 범죄나 비행은 아니지만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비행으로 가는 과정의 전단계로 진행되고 있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현황을 살펴보면, 9~13세의 실종아동을 포함한 9~19세의
가출청소년은 2006년 14,164명, 2007년 18,636명, 2011년 29,181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은
21,852명으로 줄었으나, 매년 2만 명이상이 가출하는 것으로 경찰청에 신고 되었다(경찰청,
2017). 또한 여성가족부(2013)의 “청소년 생애 가출 경험률”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9년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2012년은 12.2%로 전년(10.2%)
대비 2%를 상회한다. 반면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은 2014년 4.0%에서 2016년 2.7%로 줄어들
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과 청소년 인구, 가출 발생률을 고려하
면 가출 위기 청소년은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청소년의 가출 특성은 장기화, 반복화, 저연령화가 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3; Sharlin
& Mor-Barak, 1992), 청소년기 초기의 인지발달의 특성상 자아정체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자기중

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출과 비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
가출로 인한 사회적 일탈행동과 사회적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우울, 불안, 소외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문제, 자살 및 자살시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한상철, 이수연, 200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조학래, 2004)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은 가출 이
후 비행횟수가 많아지며, 중한 비행의 비중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행동의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Athey, 1991; Edelman, & Mihaly, 1989; Kipke, Palmer,
Lafrance, & O'connor, 1997), 가출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은 비행을 매개하거나 촉발시키는 요인

임을 시사한다. 가출 기간이 길어지면 생존하기 위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하거나 비행 청소년과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진
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청소년쉼터를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1)이 제정 되고 1992년 청소년쉼
터가 설치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2)이 2004년에 제정되어 청소년쉼터 설
1) 가출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출발은 「청소년기본법」제49조 제2항에 찾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와 동법 31조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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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
(2004년), 중장기쉼터 설치(2005년), 일시쉼터의 거리상담 전담인력 배치(2011년), 청소년복지지원

법 전부개정으로 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2012년), 의료 특화 이동형 쉼터 설치(2012년) 등 쉼터
운영 형태가 다각화되었다. 청소년 쉼터의 수는 2014년 109개에서 2017년 123개, 2018년 130개
로 증가되어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8).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유형별로 특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
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각 기관 간 사
업에 있어 사업대상과 목적에서 고유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동시에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쉼터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가출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가출 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은 학자마다, 국가,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현재까
지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출(家出, runaways)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옴’이란 뜻
2) 제16조(청소년 기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
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
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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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성가족부(2014)에서는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
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한다. 즉 청소년이 집을 나온 행위를 일탈, 비행으로 규정하여 가정에
서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난 청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쉼터 이용 대상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쉼터 운영 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입소 대상자 선정 시 선순위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차순위로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위

한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16조). 쉼터 설치에 대한 근거는 동
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찾을 수 있다3).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가
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
후지원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최소 24시간 이상 무단으로 집밖
에서 지내거나, 다른 안전한 대체 거주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상당한 기간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출의 유형은 가출의 원인과 형태, 횟수와 집단의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
다. 가출 청소년을 학문적 영역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고전
적인 유형 구분은 가출 목적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탈출형(Running away from)과 추구형(Running
toward) 등 2~3개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탈출형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는 유형인 반면, 추구형은 쾌락과 모험을 즐기기 위해 집을 떠나는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Acorn, 1993; Price, 1989).
이후 가출 청소년 유형화 연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체계가 세분화되었다. 미국
의 가출청소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자 및 기관들로 구성된 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NNRYS)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 길거리

청소년, 버려진 청소년, 보호체계 청소년으로 유형화하고 있다(Whitbeck, Johnson, Hoyt &
Cauce(2004). 이 분류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은 하룻밤 이상 집을 나와 지낸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버려진 청소년(throwaway youth)은 다양한 이유로 부모나 보호자로부
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집에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 집 없는 청소년
(homeless youth)은 말 그대로 집 없이 길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보호체계 청소년

3)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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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youth)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주정부의 보호 관리 하에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

한다.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은 장기간의 가출 이후 거리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청소년을 말한다. 기타 집에서 살긴 하되 부모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독되지 않는(unsupervised) 청소년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나 친지의 집을 전전하
며 생활하는 집밖의(out-of-home) 청소년도 있다.
Unger, Kipke, Simon, Montegomery, & Johnson(1997)은 ‘가정에서의 갈등과 학대를 피해 가출한

유형’을 ‘Huckleberry Finn형’이라고 부르는 한편, ‘스릴을 추구하여 가출한 유형’을 ‘Tom Sawyer형’
이라고 구분하였다. Huckleberry Finn형 가출은 첨예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불안, 흥분,
폭발적 성격, 우울, 무력감, 극도의 피로감 등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피하는 경우인데, 이 유형에
서 가출은 개인의 병리적인 잘못이기보다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1)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가출 청소
년 및 쉼터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단기,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
소년의 경우는 갈등가정 청소년과 해체가정 청소년으로,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노숙청소년과 배회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갈등가정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을 의미하며, 해체가정 청소년은 가정이 보호기능을 상실하여 집에서 내
몰린 청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노숙청소년은 장기간의 가출 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며 보호시설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배회성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절되지는
않았고, 거리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있는 집단으로 포괄적으
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출 청소년을 단일 차원에서 유형화 하는
작업 자체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출 청소년은 다양한 요인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유형 체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고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가출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1) 가출 청소년의 현황

청소년 문제 중 특히 청소년 가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
한 가정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등이 가출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14세~19세 가출 청소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만 3천명, 2011년 2만 9천명,
2016년 2만 2천명으로 최근 몇 년간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2만 2천여 명 가량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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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찰청 가출 청소년 신고접수현황

◈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
(‘05년) 13,294명
(‘08년) 23,097명
(’11년) 29,181명
(‘16년) 21,852명
* ‘05년 대비 64.4% 증가
** 출처: 경찰청(9∼19세
가출청소년 신고 접수현황)

표 2.
생애가출경험률에 따른 가출청소년 실태
산출방식
조사대상①

생애 가출경험률(%)②

5,193,884명

9.8%

자료출처
가출 청소년

① 10∼19세 장래추계인구

(추정)4)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2만명

② 2014년도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

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e-나라지표, 2017).
여성가족부의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은 매년 20만 명을 웃돌 것
으로 추정되어 그 중 30%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70%는 거리에 방치되
어 있다. 이들은 크게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는 ‘전환형 가출’과 부모의 학대와 가정불화를 피해
집을 나온 ‘탈출형 가출’로 구분된다.
2) 가출 청소년의 특성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성은 저연령화, 장기화, 그리고 가출 유형의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으
며, 더불어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욕구(가능성)가 점점 줄어들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로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저연령화

4) 가출 청소년 전체 규모: 생애 가출경험률(9.8%) 고려 시 가출 청소년 전체 규모는 22만 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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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2007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의 연령은 16세 이하
41.7%, 17세 이상이 58.3%였으나, 2010년에는 16세 이하 57.3%, 17세 이상 42.6%로 저연령화 추

세를 나타낸다. 장기간의 가출과 반복적 가출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57% 정도가 4회 이상 가출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는 가정
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가출의 장기화는 학업중단, 각종 비행이
나 불법 노동시장 유입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계유지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해 가출팸(家出 Family)5)으로 생활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통제 및 보호망에
서 이탈되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 및 안전을 위해 쉼터로 입소하지만 시
설 내 규칙 등 단체 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쉼터의 입․퇴소를 반복하며 자립에 실패, 가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의 외로움을 해소시키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안전
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연, 2018). 왜냐하면 가출팸을 구성하는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절도, 사기, 유흥업소 취업, 성매매 등과 같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Ennett, Baley & Federman, 1999; Thompson, Kost &
Pollio, 2003; Tyler, Whitbeck, Hoyt, & Yoder, 2000).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인터넷 및 SNS의 발달 등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입
등 범죄에 노출되고 극단적인 범죄의 가․피해자가 되면서 사회적 우려 및 보호의 여론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가출 청소년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개인이 처한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복잡해져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출 생활의 장기화는 스트
레스․우울․불안․약물중독․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실정이다(서보람, 김윤나, 2013).
가출 청소년은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 노출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가출의 문제는 쉼터 등의 공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입소 청소년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발
생될 수 있다. ‘길거리 청소년’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청소
년으로서, 거리를 삶의 기반으로 하여 배회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유를 추구
하는 형태로 가출이 습성화된 경우가 많다. ‘길거리 청소년’, 즉 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이 결국 범죄의 피해자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시설이용
청소년에 비해 높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양육과 보호 기능은 물론, ‘길거리
5) “가출팸”이란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공동체를 일컫는 신조어로 가출한 청소년들 몇 명이 모여서 원룸이
나 모텔 등을 빌려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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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본다(최순종, 2014: 김재엽, 성신명, 박하연, 한기주, 2018; Whitbeck, Hoyt, & Ackley(1997).
이와 같이 사회 변화와 함께 가출 및 가출 청소년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가출 청소년에
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청소년쉼터 소재 지역별
특성, 입소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등을 고려해 청소년쉼터를 기능적으로 특성화하여 전문적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최순종, 2016).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쉼터
의 기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3. 청소년쉼터의 가출 청소년 지원 현황

청소년쉼터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의식주 제공 등 대체가정의 역할부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
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로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주거․학업․자립 등을 지
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선도․수련활
동,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탐색,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아웃
리치) 활동 등을 수행한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출 청소년의 특성 또한 매우 빨리 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는 1990년대 초반 처음 설치된 이
래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쉼터 유형에 따른 기능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청소년지원재단, 2017; 최순종, 2016).
쉼터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쉼터의 기능으로는 단지 입소해 있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양육 기능 정도만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로서의 보
호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은 어렵다. 따라서 사회 변
화에 따른 가출 환경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출 청소
년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가출청소년쉼터 정책과 운영 방향은 물론 시설 유형별로 새
롭게 기능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은 표 3과 같다. 청소년쉼터는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일시, 단기, 중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은 24시간〜7일 이내이고, 단기쉼터의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9개월)하다. 중장기쉼터의 보호기간은 2년 이
내로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3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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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6)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핵심기능

긴급구조 및 거리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 청소년 구조ㆍ발견,

기능

청소년쉼터와 연결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
인 서비스 제공 등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지향점

위한 상담ㆍ치료 및 예방
활동
- 의식주ㆍ 의료 등 보호서
비스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ㆍ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
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
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의뢰 서비스 제공 등

이동형(차량),

위치

- 가출 청소년문제 해결을

가출 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비고

주요도심별

주택가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2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가능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

표 4.
청소년쉼터 체계도
위기 (가능) 청소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ㆍ장기쉼터

24시간 아웃리치,

3개월 단기보호,
숙식제공

2년 내외중장기보호

일시보호

생활ㆍ자활시설

가출예방,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

전국의 청소년쉼터 수와 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 청소년쉼터는 83개소이며, 전체 국비예
산은 62억 원, 가출 청소년 지원건수는 400,533건, 입소자 수는 11,667명이다. 2016년도 청소년
6)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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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수는 119개소이며, 전체 국비예산은 126억 원, 가출 청소년 지원건수는 551,103건, 입소자
수는 30,3297명이다. 2017년에는 청소년쉼터가 123개소, 전체 국비예산은 136억 원으로 증가하
였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는 청소년쉼터 130개소 구
축, 국비예산은 156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18).

표 5.
전국 청소년쉼터 수와 예산7)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쉼터 수(개소)

83

92

103

109

119

119

123

130

국비예산(백만원)

6,262

7,287

8,137

8,710

10,002

12,666

13,565

15,570

지원건수(건)

400,533

405,204

455,219

528,415

545,907

551,106

-

-

입소자 수(명)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

-

Ⅲ.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청소년쉼터의 SWOT 분석
2017년 D시 청소년쉼터협의회의 5명의 소장님들과의 면접을 통한 청소년쉼터의 SWOT을 분

석해 보면, 강점은 고위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일선 기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축적, 지원액 대비 큰 효과, 종사자의 높은 사명감과 헌신, 유형별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가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동성,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신속한 개입, 생활권 내
유형별 쉼터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약점은 가출팸 증가, 쉼터 입소율 저하, 열악한 근무 환경
과 종사자의 잦은 이직, 사후지도 미흡, 쉼터 간 서비스 질의 격차 심화, 법적 인력 및 예산 미
충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못 받음 등을 들 수 있다. 기회 요인은 인구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 증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가출 청소년 자립, 사후관
리 강조, 청소년 인권 및 참여 증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 경
감, 예비 납세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위협 요인으로는 청소년기의 연장 및 가족기능 저하,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한 가출 청소년 증가,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 청소년 정책에서 가출 청소
년에 대한 우선순위 취약,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중앙정부와
7)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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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쉼터의 SWOT 분석8)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고위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일선 기지

- 가출팸 증가

-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의 전문성 축적

- 쉼터 입소율 저하

- 지원액 대비 효과가 큼

-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사자의 잦은 이직

- 종사자의 높은 사명감과 헌신

- 사후지도 미흡

- 유형별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 가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유동성
-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신속한 개입

- 쉼터 간 서비스 질 격차 심화
- 법적 인력 및 예산 미충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못 받음

- 생활권 내 유형별 쉼터 구축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청소년기의 연장 및 가족기능 저하

- 인구정책,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청소년에 대
한 관심 증가

-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한 가출 청소년 증가
-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가출 청소년 자립

- 청소년 정책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우선순위

과 사후관리 강조

취약

- 청소년 인권 및 참여 증대

-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향후 사회

- 가출 청소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적 비용 경감

와의 책임 분산

- 예비 납세자 확보

-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합
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 분산,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 가출 청소년 보호ㆍ지원과 청소년쉼터 운영의 정책적 문제

첫째, 가출 청소년의 욕구와 청소년쉼터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쉼터가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쉼터가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지원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범죄에 노출된 ‘거리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역할은 불가한 실정이다.
둘째, 청소년쉼터가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는 쉼터 유형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단지
8) 2017년 대구청소년쉼터협의회 소장 5명과 집단면접을 통해 분석한 청소년쉼터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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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에 따른 분류에 따르기 때문이다. 즉, 각 쉼터 유형별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기보다는
생존권과 관계되는 긴급구호와 아웃리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정 또는 타기관으로의 연계
그리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등의 기능이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쉼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이 쉼터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쉼터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쉼터 입소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규정,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상담과 교육 중심의 지원 서비스 내용 등은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물론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가출 청소년의 쉼터 입소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
소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쉼터운영지침의 보완과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일시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웃리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5개 쉼터(아웃리치센터)에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 30
명 배치, 2018년에는 30개 쉼터에 60명으로 확충 배치하는 등 가출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2017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운영평가 결과, 일시쉼터의 가
장 큰 문제점으로 일시쉼터의 핵심기능인 아웃리치 활동에 있어서의 비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는 아웃리치 운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가출 청소년 적중률이 매
우 낮은 결과로 풀이된다(여성가족부, 2018). 매년 해당기관들은 ‘청소년밀집지역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가출 청소년의 활동 거점 파악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 연구를 통한
결과가 아니라서 활동장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일시쉼터의 청소년 가출의 예방, 배회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
한 초기개입, 긴급 지원, 조치 등의 목적으로 볼 때 활동 거점지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대구청소년지원재단, 2017).
따라서 아웃리치의 성과와 가출 청소년 적중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선 아웃리치 운영의 탄력적인 시간대 조정 그리고 가출 청소년이 출몰하는 거점 파악 등에
대한 해당 쉼터의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가출 청소년 발견을 위한 정부의 과학적인 체계 구
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웃리치 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부족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복리후생으로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전문성 결여와 업무의 연계성 부족 문제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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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므로 일시쉼터의 핵심 기능인 아웃리치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웃리
치 요원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시쉼터의 특성상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는 가출청소년의 접근성이 고려되기보다는 운영 주체의 여건(재정적)에 맞게 시설의 위치가 정
해져 있어, 가출 청소년의 접근성이 낮고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쉼터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적극 요구된다(최순종, 2016).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관련 기관이나 시설 등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있어서도 각
기관마다 다방면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연계협력에 한계를 보
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참여 정도로 이루어지는 등 지속성 부족이 문제
점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시쉼터에서 거리 배회 또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에 있어 청소년
가출의 예방, 일시보호, 귀가, 휴식 등 긴급 조치와 상담을 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경찰 조차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든 가출팸(가출패밀리)에 대한 발굴과 이에 따른 지
원활동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출팸에 대한 발굴과 지원활동에 있어서 경
찰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경찰과 같이 활동하면 가출팸의 특성상 더 깊게 숨어
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업무 협조의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시쉼터는 가출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현행 1주일간의 보호기간을
1일간으로 줄이고,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단기쉼터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상 선택과 집중을 취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추가적으로 일시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연계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 학교 다니는 청소년
은 중장기쉼터로 보내고, 학교 밖은 단기쉼터로 보내는 등 감별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의 보호기간 유형별 쉼터는 재고해야 한다.

4. 단기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기쉼터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드러날 수 있는 정체성이 부족하고 타 쉼터 유형과 차별
화되는 계획과 전략이 부족하다. 단기쉼터의 주요 기능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신속한 가정복귀
및 유관시설 연계를 들고 있지만, 특히 가출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과 욕구를 파악하여 타 유관
시설이나 기관에 연계해주는 프로그램과 사례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정을 통해 적합한 시설이나 기관으로의 연계라는 단기쉼터가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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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유한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별 이용 청소년 수 역시 10명
미만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 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실제 복귀율은 가정 복귀율 50% 미만, 사회복귀율 3% 내외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쉼터의 문턱을 낮추어 입소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청소년쉼터 규칙을 최소화
하여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질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
도가 필요하다(박현동, 2014; 최순종, 2016).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수련활동, 문화여가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법 교육, 자립지원교육 등 일반화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활동프로그램, 여자 청소년은 상담 위주의 심리정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입소 청
소년의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간에 따른 쉼터 유형 구분이 아닌 기능특화 중
심의 단기쉼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일시쉼터와 유사하게 열악
한 복리후생 지원 때문에 이직률이 높으므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닌다.
단기쉼터의 핵심 과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정을 통한 관련 기관이나 시설로의 연계라는
단기쉼터의 정체성 확보이다. 따라서 단기쉼터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운영하지만 일시쉼터와
중장기쉼터와의 역할이 중복되어 있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할 조정
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연계에 있어서는 위기 청소년이 단기쉼터에 입소 문의가 오
면, 단기쉼터에서 바로 입소시키지 말고 일시쉼터에서 의뢰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쉼터 유형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연계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자립생
활관의 흐름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5. 중장기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경우는 본래 입소한 청소년의 자립 의지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자립 지원보다는 오히려 숙식 제공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즉 지역 특성 및 입소 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응․청소년활동․학업지원․자립지원 프로
그램 등의 개발이 미비하다. 대부분의 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3). 따라서 입소한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중장기쉼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퇴소 후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경우도 앞서 설명한 일시 또는 단기쉼터와
마찬가지로 종사자에 대한 복리지원과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중장기쉼터가 자립 지

- 132 -

권량희 / 청소년쉼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원을 위한 특화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은 물론 시설별 특화
된 역량이 요구되지만 이와 같은 열악한 처우 및 복리후생 수준으로 인한 종사자 채용과 충원
의 어려움과 동시에 높은 이직률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설별 특성화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검정고시 등의 교육지원과 상담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만이 제공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특히 중장기쉼터는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 청소년쉼터 역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거의 없고
겨우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교육기관과 시설은 물론 전
문적인 인적 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요구된다(대구청소년지원재단,
2017).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장기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설의 환경과 안전
이 매우 중요하지만 운영주체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타 유형의 쉼터와 마찬가지로 크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해야 하는데, 단기쉼터와 마찬가지로 입․
퇴소를 반복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입소 연계에 있어서도 중장기쉼터에 입소를 문의하면,
일시쉼터로 안내하고, 일시쉼터에서 상담 후 귀가조치하거나 단기쉼터로 보내고, 단기쉼터에서
는 생활에 안정되고 적응한 청소년들을 입소시키는 것이 현재의 쉼터 유형의 흐름에 맞게 운영
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논의 및 정책적 제언
1. 가출 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과 쉼터 운영의 측면

우선 가출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쉼터의 운영 측면에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 측면에서 지니는 문제점으로, 가출 청소년의 경우 쉼터에 입
소해 있는 청소년은 물론 쉼터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 즉 거리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입소한 가출 청소년만을 대상으
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결국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호가 불가능하다.
둘째, 현재 청소년쉼터의 분류는 단지 보호 기간에 따라서 유형화되어 있다. 즉, 각 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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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무슨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와 같이 쉼터의 기능
이 유형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
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입소하는 청소년을 겨우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쉼터가 적극적 의미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가출의 동기, 가출 시 겪는 어려움, 범죄 노출 정도 또는 쉼터 입소 거부 이유 등 다
양한 측면에서 가출 청소년의 특성,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쉼터의 기능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쉼터 유형별 핵심 사업의 차이점 결여(일시쉼터의 아웃리치, 단기쉼터
의 연계와 사정, 중장기쉼터의 자립역량 지원 등)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부족, 운영의 재
정적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등 세 가지 유형의 쉼터 모두 유사점
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우선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설립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쉼터 유형 재분류와 핵심적 기능

새로운 기능에 따른 쉼터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각각의 유형별 핵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시쉼터는 긴급구호와 아웃리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의식
주나 의료서비스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능은 물론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와 동시에 가해자
로서 예방 등 가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핵심적 기능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
극적인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발굴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
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시쉼터는 아웃리치센터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7일간의
보호 기능을 1일 이내로 보호하고 연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청소년의 긴급구호
와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불어 갈수록 가출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가출패밀리를 구성하고 생활하는 가출팸을 위해 긴급구호와 지원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
출팸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은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가출팸을 지원하는 데 있어
경찰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때로는 가출팸 청소년들이 더 깊게 숨어버리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협력 요청 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폰의 역기능으로 인한 가출
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웃리치 활동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보
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기쉼터의 핵심기능은 현재와 유사하게 정확한 사정과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 및 가정
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요구와 욕구는 물론 학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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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등 주요한 환경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사정하여 가출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부모 상담과 가족 간
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3개월 이내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3개월씩 2번 연장하여 9개월이 지나야 중장기 쉼터로 연계한다는 기준에 따르기보
다는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단기쉼터에서 생활적응과 안정으로 자립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들은
중장기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더욱이 정책적인 대안으로는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가 통합하
여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청소년쉼터 내에서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면
학업형 쉼터, 취업지원형 쉼터, 정서치료형 쉼터 등으로 특성화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셋째, 중장기쉼터는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길러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해주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중장기쉼터의 주된
기능 역시 자립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단기쉼터와
유사한 보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쉼터가 자립지
원관과 유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시설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욕구와 관심, 열정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가출 청소년의 자기 표현권 및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동시에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의 단기쉼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중
장기쉼터는 자립지원관으로 전환하여 청소년들에게 생활지도나 사례관리보다는 스스로 생활하
고 독립하는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제언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단순히 가출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도 직접 연결된다. 또한 청소년 문제에서 가출 청소년 문제가 지니는 비
중은 상당히 크며 이는 가출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첫째, 청소년쉼터의 유형이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 자립지원관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있
으므로 청소년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보호 지원에 대해 정책적으로 쉼터 유형을 아웃리치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의 유형 변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위기 및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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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Net과 같은 연계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위기 청소년

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 유형에 따라 필수연계 기
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내실화를 위해 SPO(학교전담경찰관) 활용
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 단체, 후원자 등과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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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way and the problem of Youths Shelter

Kwon, Ryang hee
(Dep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Busan Digital University)

This study has reviewed the readiness of independent living of runaway youths at the youth shelter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haven’t been enough studies about the readiness for successful
independent living of the runaway youth at those shelt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fact that the runaway youth have experienced youth misconduct for satisfying their needs and is to
emphasis the necessity of youth shelter to protect the runaway youth for prevention of their misconduct
and is to present the roles of youth shelter for the runaway youth’ misdeeds prevention and the right
guidance through the facility extension of youth shelter the public relations and service improvement.
Especially,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extent of the readiness of the runaway youths, the relevance
with sub-variables and influencing factors for independent living at those mid & long-term shelters.
community activities and supports from community showed all meaningful relevance to all
self-management. this study have been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and Focus group interview of 5 to
Youths Shelter manager. Youths Shelters are operated according to three models building a systematic
network among shelters and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are vital to the success of shelters.
Shelters of each model type should be characteristically developed. To provide the youth population with
specialized professional assistance, an organized system should be built to prevent waste of resources, to
enhance the workers’ professional expertise and to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f work placed on youth
workers. Youths Shelter needed appreciated of the various establishment a peculiarity and they connectivity
and network for the improvement and synergy effect.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 Youths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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