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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신자유주의자들(neo-liberalists)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회
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자유경쟁과 사경제부담의 원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무
방비 상태로 여러 가지 위험(risk)에 직면해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에는 예들
들어 실업자, 빈곤층, 소수민족, 한부모 가정, 노인, 청소년 실업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도시로부터의 공간적 분리와 함께 스스로의 생활수준, 생활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등에서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 고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1980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의 여파로 경제 및
복지국가의 이념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실업자, 불안정 취업자, 청
소년의 고용문제, 가족유형의 다양화, 노숙자 및 이민자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빈곤(poverty)과 사회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사회적 배제(social ex
clusion)’의 개념이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포섭(包攝)(social inclusion)’ 이란 개념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福原(2008)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개념은 등장 이후 여러 국
가 및 국제기구 등의 사회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예들 들어 국제노
동기구(ILO), 국제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
에서도 위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지역내 국가간의 경제통합
나아가 사회통합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적 배제의 문제해결을 주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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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岩田(2008)는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개념의 등장은 1980년대 유럽 사회에서의 청소년 실
업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의 장기실업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대졸 미취업자들은 실업보험의 대상에 포
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81년 프
랑스 정부가 발간한『청소년의 직업적 및 사회적 참여(insertion)』에서 청소년의 실업문제,
특히 장기간에 걸친 미취업 청소년들의 문제를 ‘배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실업문제를 직업훈련과 비(非)시장부분(공공부문과 비영리단체)에
의한 사회적, 직업적 참여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松原 2008).
그리고 영국도 1997년 12월 토니 블레어 총리의 주도하에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하여 정부 조직인 사회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 이하 SEU)을 설치하여 사회의 주변
부로 내몰린 이들, 즉 노숙자, 청소년 미혼모, 사회 부적응 청소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의 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Bridging the Gap)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6-18세 청소년 가운데 약 9%가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해당한다는 보고 있다. NEET의 비율이 9%라고 하는 수치에 대한
해석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의 배경에는 그들의 인종적 특성, 주거지역 그리
고 재학중인 학교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한편, 일본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都留 2000, 鈴木 2002, 岩田․西沢 2005)는
20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 및 정책적 시도들
을 학습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일본에서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
가 유럽에 비해 늦은 이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宮本(2004)는 청소년의 고용 및 빈곤
의 문제에 있어 유럽과 일본 사이에 20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Williamson(1985)은 청소년의 실업을 포함한 불안정 취업(단기 취업, 비정규직,
저임금)이 청소년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이는
불안정한 주거 이행(housing transition),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Williamson(2006)은 연구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추상성과 포괄
성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특
히 고용과 주거에 관한 문제를 조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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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포섭, 통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실제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실제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의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배제의 등장 배경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프랑스의 빈민
층구제활동을 실시하던 종교단체(ATD 제 4세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1974년에 간행된 르느와르(R, Lenoir)의 저서「배제된 이들: 프랑스인 10명 가운데 1명」을
통해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福原(2008)에 따르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사용되던「배
제」의 개념은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 즉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전과자, 요보호시설아동 등과 같이 사회부적응자들에 대한 지원책 모색의 차원에서 논의되
었다. 그 이후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고용의 문제까지 포함시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Paugam(1996)은 이 가운데
는 청소년과 장기실업으로 인해 빈곤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을「새로운 빈곤층(new poor)」이라 부른다.
또한,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게 된 계기는「RMI
법(Revenu minimum d'insertion, 참여최저한소득)」(1998년)과「배제와의 투쟁에 관한 기본법
(1998)」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RMI법의 조문에는 모든 형태의 배제, 특히 교육, 고용,
직업교육, 건강, 주택에 있어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문제
들이 빈곤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예방 및 조치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
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빈곤의 개념을 대체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都留(1992)는 이전까지 빈곤을 경제적 성장에 따라 소멸하는 잔여적(residucal) 상황으로 인식
해 왔다는 점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지원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등에 한정해 왔다는 점
을 들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실업자의 증가, 노동조건의 불안정화, 산업사회의 경
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빈곤층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을
종래의 빈곤의 개념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
다. 즉,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유럽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에 논의는 1980년대까지는 빈곤(poverty)을 중심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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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1992년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의 보고서「유럽의 연대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의 강화를 통한 통합의 추진」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배제
는 개인적이며 물질적 차원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견해
가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다. 동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과정과 결과로서의 상태 모두를 나타내는 역동적인 개념이다.
중략>
또한 사회적 배제는 오로지 소득에 기초한 빈곤의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적 통합과
정체성의 구성요소가 되는 실천과 권리의 문제를 비롯하여 개인, 집단이 배제에 이르
게 되는 메커니즘 또한 사회내의 교류의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이 배제되는 메커니즘
이 가지는 다원적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생활에 대한 참여라고 하는 차원을
초월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는 주거, 교육, 보건,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의
영역에서도 경험 및 표출된다.
<

Commission of EC(1992: 8)

그리고 유럽위원회(1992)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매우 다차원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여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종합적
인 정책적 접근(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policy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결과로서
의 상태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선제적(pro-active)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예
로 199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계은행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도 사회
적으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통합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밖에도 영국에서는 1997
년 토니 블레어 정권 이후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보다 실증적이며, 실천적인 시각에서 접
근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을 사회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의 설치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1992년경부터 사회적 배제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한「사회적 원호(援護)를 요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다. 동(同) 보고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재검토 작업을 통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즉, 빈곤층을 포함하여 사
회적으로 배제 및 고립된 이들의 문제를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관계의 재구축’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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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재구축이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하지만「홈리스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 시행)에서도 ‘사회적
배제=홈리스’ 등식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坂本와 西尾(2005)는 유럽과 마찬가
지로 일본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이론화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념이 아니며, 빈곤
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사회적 배제의 개념화
작업이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2.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Byrne(1999)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최근 유럽의 사회정책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먼저, Hammer(1999)는 EU가 사회적 배제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이면에는 빈곤(poverty)의 문제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Berghman(1997)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연구자들이 아닌
유럽의회의 정치가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유럽의 각 국가들이 빈곤(poverty)
이라는 표현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Gallie(1999)는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개
념의 등장은 지금까지 경제적 박탈(financial deprivation)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오던 빈곤 연
구에 대한 변화의 계기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비경제적
인(non financial)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만하다 하겠다. Room(1995)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개인을 주변화(marginalization)시키고 있는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시민들의 통합(integration)을 증진하는 법, 제도의 실패, 경제적
통합을 증진하는 노동시장의 실패,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복지체계의 실패 그리고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가족 및 지역사회 시스템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
어진 실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사회체계의 실패의 결과인 것이다.
한편, 사회적 배제와 '빈곤', '박탈'의 개념상의 차이에 있어 Barnes(2000)은 빈곤이 소득이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요인을 강조하는데 비해,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
욕구의 결여, 평균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 자원의 박탈 그리고 사회 참여 및 관계망의 결
여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탈과 사
회적 배제는 복합적 요인의 결과물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박탈은 분배의
측면과 개인과 세대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비해 사회적 배제는 자원의
분배와 관계성의 측면 모두를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인,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를 분석
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하겠다. Bhalla and Lapeyre(2004)는 실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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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불안정이 사회적 배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실업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소득
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제한과 그
에 따른 사회적 승인(承認)의 결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회적 배
제는 고용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의료, 주택, 교육에 있어서의 권리 행사의 문제 그리고 사
회적 배제의 지속성 및 탈피 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 즉 사회적 배제의 기준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의 논의는 몇 가지 한계 및 문제점들
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Paugam(2003)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적 개념이 과학적 검증 과정
을 통해 산출된 개념이 아니며, 개념을 지탱할 이론도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개
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실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시하
고 있다. 특히 Paugam은 배제를 단순히 IN과 OUT의 개념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IN과 OUT의 기준 및 경계 설정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효과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Dubar(1996)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들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
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개념을 설명할 충분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기에 그 논의가 정책의 울타리를 벗
어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적 배제의 논의에 있어 경제 및 고용에 관한 측면만 부
각되는 반면 사회적 배제에 처한 이들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
지 못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간적 배제에 관한 논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3. 사회적 배제의 지표화 및 계량화
사회적 배제 또는 그 반대의 개념인 사회적 포섭의 개념은 지금까지 경제적인 관점에 기
초한 빈곤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다. 그러한 논의의 방향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지표화, 계량화로 이어지고 있는
데, Jordan(1996)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빈곤의 측정은 빈곤의 ‘발견’을 통한 소득의 재
분배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적 배제의 지표화 작업
도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복지 및 보장정책의 목표 설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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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평가 그리고 국제 비교를 위한 기준 마련의 차원에서 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U 차원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책효과의 목표 설정을 위하여 지표의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安部 2002).
이에 관련하여 2001년 12월에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된「사회적 배제와 빈곤」지표를 책정
하였으며, 이후 연령과 이민에 관한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
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섭에 관한 보고서(Joint Report and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2006년)에서는 21개 항목(세부항목을 포함하면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Commonly Agreed Indicator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측정항목이 주로 소득 및 고용(실업)에 편중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지표들이 종래의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이와 동시에 지표 개발의 목적이 국제 비
교를 위한 기준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阿部
(2008)는 EU의 지표들은 개인간의 관계,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阿部(2006)는 기본적
욕구, 물질적 박탈감, 제도적 배제, 사회관계의 결여, 적절한 주거환경으로부터의 배제, 여
가 및 사회 참여의 결여, 주관적 빈곤, 소득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의 총 8가지 영역으로 구
성된 사회적 배제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종래의 EU가 사용하던 사회적 배제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다.
Room(1995)은 지금까지의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을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하고 있
다. 첫째, 수입 또는 소비를 변수로 한 경제적 빈곤지수에서 다차원적인 지표로의 전환이
다. 둘째, 횡단적 자료(cross sectional data)에서 패널데이터로의 전환이다. 사회적 배제라고 하
는 현상이 과정이며, 저소득 또는 그 이외의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축척을 다룬다고
한다면 사회적 배제를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개인 또는 세대단위의 데이터에서 공간(지구, 지역) 자료로의 이동이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개인 또는 세대의 속성이 아니라 지역, 계층, 민족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부터 발
생하는 현상 또는 그러한 요인들의 격차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Ⅲ.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와 청소년에 관한 논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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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本(2006)는 이러한 지위 변화의 원인으로 1970년대의 탈공업화와 같은 산업의 구조적 전
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가 이전에 비해 장기화, 개인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
년기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보호장치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의 약화는 청소년기의 밀도가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
으로 보고 있다. 한편, Jones(2002)는 청소년과 사회는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서 상호 일정 부
분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때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이례적인(anomalous) 지위에 놓이
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례적인 지위란 청소년에게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권리
(right) 가운데 일부만이 주어지며,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및 혜택은 성인들이 대리권
(agency)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배제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고용, 주택 그리고 건강관리 등으로부터 배제됨으로
인해 그 존재가 부상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 보다 다양한 범위에 걸쳐 배
제되며, 그들은 하나의 주변화된(marginalized) 집단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며, 그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양상은 그들이 처한 가정환경 등에 따라 상이
하며, 이와 더불어 그들이 겪게 되는 배제의 양상 및 정도 또한 다양하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유형에는 청소년 실업자, 청소년 노숙자, 10대 임신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이들
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배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실업, 노숙자, 10대 임신 또는 미혼모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문제 양상을 드러내지 않는 한 사회는 그들을 사회적 배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이행에 있어 그 종착점이 취업이라고 하는 단선형 이행
모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Jones(2002), Wallce(1992)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기의 이행의 문제를 시민의식(citizenship)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획득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번 실업상태로 전락한 청소년들의 규모는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상당수가 학
교, 직장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채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다. 宮本(2004)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이러한 청소년층의 실
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들이 추진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Jones and Wallace(1992)는 이 시기 이후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이 개인화, 다양화 그리고 유동화(mobilized, fluidized)되기 시작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이후 유럽의 각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 즉 지위 제로
(status Zero) 상태인 청소년들을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1)

1)

지위(status)가 없는 상태 즉 주부, 학생, 고용자 그리고 직업훈련생 등에 포함하지 않는 상태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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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장기실업상태에 빠진 청소년, 특히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공적 급부에만 의존하는 청소년들을 ‘underclass’ 의 범주로 포
함하게 된다. Murray(1990)는 이들은 주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의 수행에는 소홀하면서 권리
만 행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는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개인주의적 입
장으로 이들은 청소년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구조적의자들은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를 경제 환경, 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의 결과로 해석한다. 한편, Jones(1997)에 따르면 최근에
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사회계층간의 연대(solidarity)의 붕괴, 가족 및 지역사
회의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이들(post modernists)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사
회계층간의 연대의 붕괴가 개인들을 사회적 불평등 구조로부터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측면
1990

2)

<표 1> 최빈층(underclass)에 관한 개인주의자, 구조주의자 모델의 비교
구분
개인주의자 모델
구조주의자 모델
대리권(agency)을 강조
구조(structure)를 강조
자기 결정(self determination)
결정주의(determinism)
기본원리
개인의 선택
사회적 제약(constraint)
통화주의(monetarism)에 기초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기초
전통(tradition)에 기초
사회적 개입(social intervention)에 기초
복지국가의 권한 이양(disempowers) 복지국가의 권한 강화(empowers)
개인/
정부의 역할 개인의 책임을 강조
집단적 권리를 강조
동질성(homogeneity)
이질성(heterogeneity)
안정성(stability)
일시성(impermanence)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
계급 문화(class culture)
특징
생존전략으로서의 일탈
전략적 일탈(deviance as strategy)
(deviance as survival strategy)
자기 재생산(self reproduction)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처벌
예방
해결책
최소한의 정부(nanny state) 개입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입
낮은 수준의 재정비용
낮은 수준의 사회 비용

출처: Jones(1997), Youth homelessness and the 'underclass', p.97.
는 사전적 의미인 최빈층으로 해석한다.

2) unde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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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아울러 자신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risk)의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의 확대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있어 주요 논의점 가운데 하나는 주로 어떠한
이들이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이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사회배제국의
조사(1999)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상화에 빠질 우려가 높은 이들로는 부모가 실업상태에 있
는 가정의 청소년, 빈곤가정, 이민가정,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장애를 가진 이를 둔 가정, 10
대 청소년 부모, 보호시설 출신의 청소년, 심신상의 장애를 안고 있는 청소년, 정신질환자,
마약 및 알코올 상습 복용자,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을 들고 있
다. 또한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sel, 2003)의 「청소년, 시민권, 사회변동」보
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주거지역이 사회적 배제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즉, 소위 빈민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장기결석자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주거상의 독립(leaving home transition)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
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autonomy)과 자유(freedom)를 제공해 주기 때문
이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주거상의 독립은 결혼 또는 취업을 통해 이
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 경제적인 비용, 즉 주택 마련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 그들
의 주거상의 독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Stafford et al.(1999)은 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 또는 친척과의 동거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부모와의 동거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심
리적 안정(부모로부터의 격려) 그리고 직업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Lloyd(1999)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혼자 생활
하는 청소년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장래의 진로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Pavis et al.(2000)은 부모와의 동거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빈곤(personal poverty)을 감추
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들 들어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은 주택을 마련할 재정적 여
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을 ‘숨겨진
노숙자(hidden homeless)’ 라고 부른다. 실제로 Forsyth and Furlong(2000)의 연구에서 스코트랜
드의 청소년, 특히 지방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부
모와 같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부모로부터의 주거상의 독립에는
지역 사회의 노동시장, 주택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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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제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실제
청소년 실업, 불안정 고용과 사회적 배제
이론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용의 기회가 증가하며, 동시에 양
질의 직업(decent jobs)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비롯
한 소위 선진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한다. 실
제로 OECD 가맹국 가운데 덴마크,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4-24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25-34세 청소년들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와 아울러
Quintini and Martin(2006)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평균도 1995년에는 두 집단간의 실업률의
차이가 2.4배 정도였던 것이 2005년에는 2.7배로 증가하였다.
1)

<표 2> 각 국가별 청소년 실업률의 추이
2000년
2005년
15-24세
25-54세
15-24세
25-54세

2006년
국가
15-24세
25-54세
미국
9.3
4.1
8.6
4.2
8.0
3.9
영국
11.8
4.4
12.2
3.4
13.9
4.1
독일
8.4
7.0
15.2
10.4
13.5
9.5
프랑스
20.7
9.2
22.8
8.7
23.9
8.6
네덜란드
5.3
2.3
9.6
4.4
7.6
3.6
스웨덴
11.9
4.9
22.3
6.2
21.3
5.3
덴마크
6.7
4.1
7.9
4.2
7.6
3.3
호주
11.8
4.7
10.8
3.9
10.4
3.8
일본
9.2
4.1
8.6
4.2
8.0
3.9
한국
10.2
3.7
10.2
3.4
10.0
3.2
출처: OECD(2007), 「Employment Outlook 2007」, 総務省統計局(2007), 「平成1年度労働力調査年報」

표 2에 기초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청소년 고용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유럽에서 이탈리아 (2004년 현재, 23.5%) 다음으로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는 1993년 청소년실업률(15-24세)이 24.6%였으며, 2007년 현재 청소년(15-24세)
실업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청소년 취업난을 겪고 있다. 이는 전체 실업률 8%의
3)

의 ‘Employment Outlook’(2005)에 따르면 이탈리아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1993년에 무려 30.6%
였으며, 2004년에는 23.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3)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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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OECD는 2010년도 프랑스의 청소년 실업률이 22.8%까
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993년 청소년 실업률(16-24세)이 17.3%였으나, 2004년에는 10.9%까
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영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비율
이 낮다. 실제로 20-24세 청소년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비율이
45.5%, 스웨덴 39.9%, 독일 38.1%임에 비해 영국은 29.5%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OECD
2005). 이와 관련하여 동(同) 세대 가운데 NEET의 비율(1997년 기준)이 8.4%로 프랑스의
3.3%, 독일의 4.2%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Blanchflower and Freeman
1999). 즉, 영국의 경우 청소년 실업자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를 졸업
한 이후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청소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으며, 현재
까지도 청소년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은 20.7%로, EU 가맹국 평균인 17.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Eurostat 2008). 한편, 스
웨덴에는 영국의 NEET에 해당하는 '아웃사이더(outsider)' 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16-24세 청소년 가운데 취업을 한 상태도 아니며 그렇다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
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2003)에 따르면,
2002년 현재 16-24세 청소년 가운데 아웃사이더가 2.7-3%(27,000명) 정도 존재하며, 이 기운
데 스웨덴 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한 이들이 11,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이들 아웃사이더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저학력자, 의무교육 미
수료자 그리고 학교부적응자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 고용문제는 수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대졸 청소년의 취업률은 96.9%이다. 2009년 3월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대졸 청소년의 취직 내정(內定)률은 86.3%로 거의 대부분의 대졸 청소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직업세계로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Brinton(2009)은 이러한 수치는 허수
(虛數)이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인데, 노동력조사(勞動力調
査)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15-24세)의 비율이 31.1%로 매우 높으며,
이 수치에 구직단념자 및 미취업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46.8%에 달한다. 즉, 청소년 2
명 가운데 한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미취업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취직내정률 86.3%
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
동을 하고 있지 않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대졸 청소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이들은
50%를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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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대졸 청소년의 취업상황(취업희망, 취업률)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 분
취업희망비율(%)
65.5
63.5
66.3
68.3
전년대비(%)
1.0
△2.0
2.8
2.0
취업률(%)
92.8
93.1
93.5
95.3
전년대비(%)
0.7
0.3
0.4
1.8
출처: 厚生労働省․文部科学省(2008), 「大学等卒業予定者の就職状況調査」

년

2008

69.2

71.2

0.9

2.0

96.3

96.9

1.0

0.6

<표 4> 일본의 저소득층(연간 소득 250만엔 미만) 청소년 비율의 변화
구 분
1997년(%)
2007년(%)
15-24세
74.3%
79.1%
남
24-34세
51.5%
57.3%
15-24세
56.6%
67.7%
여
24-35세
12.5%
22.1%
출처: 1997년, 2007년「就業構造基本調査」.

청소년의 주거(housing)와 사회적 배제
不和(2008)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는 공간과 장소의 변동성의 관점
에서 볼 때, 이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결과로서 가정(home) 및 장소(place)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머물 장소를 가지지 못한 이들, 또는 자기 자신이 머물 장소를 박
탈당한 이들, 동일한 장소에 머물 수가 없는 이들인 노숙자(homeless)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노숙자 문제를 주택정책과 연계시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
어 유럽의 노숙자 지원조직인 FEANTSA(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s work
ing with the Homeless)는 유럽지역내의 노숙자 문제를 주택정책과 결부시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숙자 문제를 주택 및 주거로부터의 배제(housing exclusion)의 시각
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FEANTSA는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노숙자의 유형을 분류
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노상생활자(rooflessness), 주택상실자(houselessness), 불안정한 주거상
태에 있는 자(living in insecure housing) 그리고 부적절한 주거상태에 있는 자(living in
inadequate housing)로 분류하고 있다. 즉, 板東(2008)는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2)

4)

4)

노상생활자는 피난처(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실외에서 기거하는 자, 주택상실자는 피난
처, 시설 등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자, 불안전한 주거상태에 있는 자는 불안전한 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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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를 ‘노상생활자’ 만을 포함하는 매우 협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
타의 유형에 포함하는 이들을 주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FEANTSA는 노숙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자립, 결혼, 출생률의 동향
등의 요인을 고려한 청소년의 주택 문제에 관한 연구(Iaconou 2002, Mulder 2006, Mulder and
Billari 2006, Mandic 2008)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주로 공공주택, 주
택자금마련, 주택수당의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
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고용의 불안정화에 따른 청소년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주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주거상의 의존 등에 집중되어있었으며, 청소년 노숙자에 대한 관심은 최
<표 5>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 노숙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특징(일본)
구 분
전국조사
도쿄
오사카 국제조사(남성)
사례수
2163명
710명
666명
조사년도
2003년
2000년
1998년
2000년
남
95.2
97.7
97.0
성별
여
4.8
2.1
3.0
15-39세
4.5
6.7
3.2
47.2
40-49세
14.7
19.6
17.1
17.7
연령
50-59세
45.4
47.9
45.0
15.9
60-69세
35.4
25.4
34.7
29.2
평균연령
55.9
54.0
55.8
36.8
의무교육
60.2
62.0
25.2
학력
고졸
28.8
32.2
47.8
대졸 이상
8.4
5.4
23.1
기혼
53.4
47.1
69.7
87.8
결혼
미혼
46.6
52.9
30.3
4.3
출처: 岩田(2007), ｐ. 123.
약을 맺고 있거나 퇴거를 종용당하고 있거나 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한 이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
기에 처한 이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는 캠핑카, 간이주택 등 주거상태가 매우 열
악한 상태에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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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 노숙자와 관련하여 일본에는 노숙자의 변형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네트카페 난
민(ネットカフェ, Net 難民)이라는 집단이 다수 존재한다. 네트카페난민이란 잠 잘 곳이 없
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를 숙박시설 대용으로 이용하는 노숙자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대중적으로 인지된 시점은 대략 2007년 1월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
램 을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해 8월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동 기관의 보고서인「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등의
실태에 관한 보고서(住居喪失不安定就労者等の実態に関する調査報告書)」에 따르면 네트카
페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전국규모로 1일 6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가운데 네트카페에서
숙박 문제를 해결하는 이들은 7.8%(4,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0대
청소년이 5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청소년들의 대
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阿部(2006)의 사
회적 배제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20대 청소년은 ‘주거로부터 배제’ 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
회참여’로 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아가 본인 스스로가 빈곤 상태에 있
는 것으로 여기는 ‘주관적 빈곤’의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회
로부터 공간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주거지의 상실(노숙자)은 단순히 주거할 공간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
활 전반을 지탱해 줄 안전망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고용보험, 의료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후생노동성(2007)에서도 노숙자의 80% 이상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7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Jones(1997)의 스코트랜드의 청소년 노숙자에 대한 조사에서 청소년
노숙자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home)과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
(job)이 아닌 가정(family)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5)

6)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아울러 개별적으로 숙박이 가
능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장기체류자가 많은 관계로 시설에 따라서는 샤워, 세탁 그리고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다.
6) 2007년 1월 28일에 방영된 니혼TV의 NNN 다큐멘터리「네트카페난민- 표류하는 빈곤자들(ネット
カフェ難民-漂流する貧困者たち)」에서 네트카
페난민들의 실태를 소개함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다고 하겠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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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선진국의 청소년 사회적 배제 예방 및 대책의 특징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사회통합정책의 주요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통합을
중시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고용을 통한 복지, 즉 노동복지(workfare) 정책을 통한 청소년
의 사회통합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시
민의식의 차원, 권리와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의 노동을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책임 수행의 맥락에서 해석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Wallace and Loncel(2002)는
영국은 청소년 고용의 문제를 경제적 책임 수행의 맥락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
와는 달리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청소년 고용의 문제를 사회참가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표 6 참조).
국가
덴마크
스웨덴
영국
독일

<표 6> 유럽각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의 특징
고용정책의 특징
유연하며,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중시, 개인별 경력의 구축을 강조
청소년정책의 보편성 강조, 개별적 경력 관리 및 구축
경제적 자립을 강조, 노동시장으로의 직접 이행을 중시, 취업능력의 중시
도제제도에 의한 직업훈련을 강조

출처 : Wallace and Loncel(2002), 43-48.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각 국가들은 청소년의 고용정책을 보다 적극
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적극적 고용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고용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란 구직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그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의미한다. 深堀(2008; 82-83)의 자료에
따르면(표 7 참조), GDP 대비 청소년 고용정책 부담 비율은 프랑스를 제외한 일본, 미국 그
리고 스웨덴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극적 고용정책에 대한 부담비율은 미국
과 프랑스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두 가지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미국과 프랑스는 청소년의 고용 지원을 위해 매우 적극
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나라들에 있어
청소년의 고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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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의 규모(2002년)
구 분
일본
미국
스웨덴
GDP 대비 비율
0.01
0.02
0.02
적극적 고용정책비용의 점유율
1.8
17.2
1.8
출처: Quintini and Marin(2006), p. 63.

프랑스
0.40
32.2

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한편, 선진국의 청소년 고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책의 대상을 ‘집
단’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회배제국의 보고서(1999년)와 ERSC의
보고서(2003)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 가운데 실업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프로
그램들이 취업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매우 단순화된 접근을 시도했으며, 대상의 설정 또
한 개인차원의 문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
다보니 정책적 효과 또한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宮本 2006).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초하여 일부 국가들은 외견상 동일한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온
생활경험, 환경들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상황은 다양한 문제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이기에 교육정책, 직업훈련정책, 복지정책 등이 통합된(holistic) 형태로 제공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정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河田(2008)에 따르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구 분

<표 8> 각국의 청소년세대에 대한 공적 주택수당의 지급비율
영국

프랑스

독일

24a

32

10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14
18
1
8
10
-1
12
16
o
3
16
o
85
73
o
29
8
o
-

단신세대
23a
28
5
아버지＋자녀 13a
34
12
부부
3a
16
2
어머니＋자녀 81a
89
52
기타
20a
40
10
전세대
24a
21
6
17
11
0
1
주: a는 조사년도가 1999년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전부 2000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
출처: 日本住宅会議(2008), 若者に「住まい」を, 60-61.
청
소
년
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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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 독신 청소년의 빈곤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들
을 주택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공적주택수당의 급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표 8은 유럽 각 국가들의 공적주택수당 수급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
택수당 수급율이 높은 국가들로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으며, 특히 日本労
働研究機構欧州事務所(2003)의 자료의 따르면 프랑스와 핀란드는 청소년 세대에 대한 수
급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프랑스의 경우 1948년에 가
족주택수당(ALF), 1971년에는 사회주택수당(ALS), 1977년에는 주택개별수당(APF)을 도입하는
등 아동을 둔 가정, 저소득 세대 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왔다. 최근 심각한
청소년 실업 문제, 그로 인한 경제적 자립의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거 문제를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각 국가별 사례
영국
1997년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청소
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내에 「사회배제국(Social
Exclusion Unit)」을 설치하게 된다. 1998년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들(NEET)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18세 청소년의 비율이 9%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실업 청소년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도 취직을 하
지 않은 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적급부에만 의존하는 청소년들, 소위 최빈층 청소년
(underclas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영국 정부는 13-19세
청소년의 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컨넥션즈(Connexions) 사업과 18-24세 청소년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뉴딜 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 을 추진하게
된다.
1)

① 청소년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
청소년뉴딜정책은 18-24세의 청소년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실업수당(구직자수당
Jobseeker's Allowance)을 6개월 이상 수급하고 있으며, 잡센터플러스(Job Center Plus) 에 등록
신청을 함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영국의 청소년뉴딜정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도입단계로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불리는 단계로, 최장 4개월간에 걸쳐 이루
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조언자(advisor)가 해당 청소년과 정기적인
7)

7)

실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홈
페이지(http://www.jobcentreplus.gov.uk/JCP/index.html)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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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취업계획의 수립과 취직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 단계인 선택(option)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직
업 및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민간부분의 취업(보조금 지급), ② 자원봉사활
동부분의 취업, ③ 전일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④ 환경보호단체에서의 활동 등 4가지 진
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 후, 각각의 진로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세부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표 9를 참조). 만약 위의 4가지 진로 모두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이 감액
되거나 지급이 정지되게 된다.
2단계인 선택 단계에서도 취업에 실패한 경우 추수(Follow through) 단계로 이동하여, 게이
트웨이 단계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실시한다. 고용연금
성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까지 청소년뉴딜사업에 참여한 고용주의 수는 8만명 정도이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청소년뉴딜사업에 참여한 이들(청소년, 고용주 등 포함)은 136만명
정도에 달한다. 그 가운데 사업을 수료한 청소년들이 약 124만명, 보조금이 없는 순수 취업
이 52만명(수료자의 42%에 해당)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뉴딜정책의 효과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예들 들어 취업자수의 증가는 경기상황의 호조로 인한 자
연적인 증가, 영국 정부의 취업자수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藤森(2006)는 청소년뉴딜정책의 성공요인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
데, 첫째 개인별 조언 및 상담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배제상태에
있는 이들, 특히 장기미취업 청소년들에게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구직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의 강경책을 구사함으로써 취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들을 구직활동에 참
8)

구직수당
(6개월)

Ⅰ. 게이트웨이
(최장 4개월)

Ⅱ. 선택(Option)

Ⅲ. 추수기

① 민간부분 취업
② 자원봉사 영역에서 취업
③ 직업 및 교육훈련
④ 환경보호단체에서의 활동
[그림 1] 실업청소년을 위한 뉴딜정책의 개념도

보조금 없는 취업

출처 : www.newdeal.gov.uk

년 5월 현재 민간부분 취업 29%, 자원봉사활동 부분 취업 21%, 전일제 직업 및 교육훈련 32%,
환경보호단체에서의 활동이 18%였다.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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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청소년 뉴딜 정책의 선택(option) 단계에서의 선택사항
선택사항
내 용
∙ 일정 부분의 수입 확보 가능, 최소한 주 1회 국가인정직업자격 취득과 관련된
받을 수 있음
민간부분의 취업 ∙ 직업훈련을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주 60파운드의 보조금 수급. 또한 고용주는 국가인정자
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50파운드 일괄 수급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여 장애인 지원, 노인 및 아동 돌보기
∙ 훈련생은 임금 또는 실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수급
400파운드의 장학금 수급(일괄 지급)
자원봉사활동 ∙
최소한 주 1회 국가인정직업자격 취득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
부문의 취업 ∙
∙ 고용주가 훈련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해 구직자수당으로
주 15파운드를 추가한 보조금 지급
∙ 직업훈련비용으로 주 750파운드 일괄 지급
∙ 1년간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으며, 국가인정직업자격을 취득. 과정은 사회인
전일제 직업 및 대학 또는 민간훈련기관 등
교육훈련 ∙ 훈련생은 구직자수당에 상당하는 수당을 수급. 또한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
용은 국가가 부담
환경보호 ∙ 지역사회의 환경보호활동. 노후 주택 수리 및 에너지 절약, 재활용 활동에 참여
단체에서의 활동 ∙ 기타의 부분은 자원활동부문과 동일
출처: Employment Service(1998), “What is New Deal?” 을 기초로 작성

여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직업 및 교육훈련을 민간부분(기업, 시민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과 취업과의 접점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민간부분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이들 가운데 61%가 자신들이 직업훈련을 받
은 기업 및 단체에 취업을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직업 및 교
육훈련을 국가인정직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과 연계시킴으로써 직업훈
련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컨넥션즈(Connexions)
컨넥션즈 프로그램은 13세-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
로 2004년 현재 전국의 4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청소년의
취업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NEET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비율과 의무교육을 수료하
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감소, 저학력 및 등교거부 청소년 수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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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 향상 그리고 10대 미혼모, 보호시설 출신자 및 범죄경력자의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율 향상 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은 Personal Advisor(이하 PA)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 사회적 배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적극적 개입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PA는 대부분 커리어 카운슬러, 교사,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사회사업가 등 다
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직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이하
NVQ)4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커리어 및 직업상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NVQ4
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하에서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전문
적인 업무를 수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자주
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조직 및 인적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부
여되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www.qca.org.uk).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지
식에 기초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폭넓은 분야의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의 특징으로 각 지역별로 진로추적데이터베이스(the Connexions Customer Information
System, CCISs)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이에 기초하여 맞춤식 진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현재 420만명 정도의 청소년에 대한 정보가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1차적으로 청소년이 13세가 되는 시점에 각 지역
의 공립학교가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정보(이름, 성별, 주거지 및 연락처 등)를 각 지역의
컨넥션즈에 제공하며, 그 이후 의무교육이 종료하는 시점, 즉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이
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컨넥션즈는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들 들어 NEET 청소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실시
하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찾아 가는 방문서비스(outreach)도 실시하고 있다. 한
편, 진로추적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 즉 청소년이 20
세 되는 시점에 파기된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가들 가운에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낮
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2003년부터 16-24세 청소년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상태, 취
업상태 그리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을 아웃사이더(outsider)로 명명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사(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2003)에 따르면 청
소년 아웃사이더의 비율이 2.7-3% 정도로 그 숫자는 27,000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40.7%
에 해당하는 11,000명이 스웨덴 이외의 국가 출생이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는 영국의 경와
와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이 낮으며,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이들, 학교중도탈락자, 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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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미취업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스웨덴은 청소년 취업지원제도로 청소년보증(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20세-24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guarantee)’ 이란 실업 이후 100일 이내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취업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18세에서 20세미만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프로그램(Municipal Youth
Programme)」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중퇴자를 주된 지원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보증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설치된 직업안정소(PES)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1차적으로 청소
년 실업자가 직업안정소에 등록을 한 후, 90일 이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지역
의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경험, 지식 그리고 기술
등을 기초로 최장 12개월에 걸친 개별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기초하여 취업지원이 이
루어진다. 행동계획에는 이력서 작성법, 면접요령 그리고 주거문제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PES(직업안정소, 2006)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청소년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5,779명이며,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4,536명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취업보증(Young Persons Job Guarante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
그램은 2007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16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개월
간에 걸쳐 집중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종래의「청소년보증프로그램」
의 단축판으로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New Start Jobs)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연
령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PES(직업안정소, 2008)에
따르면 2007년 12월까지 12,8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일본
일본에서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정책적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주요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의 고용문제, 즉 실업률의 증가 및 프리터와 같은 불안정 고
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에서 청소년의 고용문제
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몇몇 학자들(宮本 2006, 松丸 2008, 遠藤ほか
2009)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00년대까지 민간기업과 공공부
분에서 신규졸업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으며, 최근까지 청소년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실업이 미치는 영향은 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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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비해 지극히 국지적이며 제한적이란 점이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 생
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업상태에 빠진다 하더라도 당장은 생활을 영위함에는 큰 어
려움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1990년대 이전까지는 고용〓정규직, 즉 일본적 고용관행이 유
효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일본적 고용관행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닛케이렌(日本経団連 일본경제단체연합)은 일본적 고용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는「종신고용」을 포기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 할 필요성 있다는 점을 제기
하기 시작했다, 즉, 비정규직의 활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노동자파견법」의 개정으로 인해 파견직 근로자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 또한 청소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木下(2002)는 일본의 노동시장에 있어 청소년층의 실업률의 증가, 프리터와 같은
문제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본의 임금 및 고용시스
템의 전환을 초래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
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업내부의 교육훈련 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장
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내 교육훈련의 기능이 크게 후퇴했다. 이는 기업 외부에 학교
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
업내 교육훈련기능의 약화는 청소년들의 기능 축적 및 향상이 공동화(空洞化)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한편, 熊沢(2003)는 일본 기업의 발전과정에는 청소년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고
왔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일본의 노동시장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대 공
급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청소년의 실업문제해결 및 고
용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표 10을 참조). 일본 정부는 2003년 12월 내각부,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이 연합하여 청소년 실업자,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청소년 자립 및 도
전 지원계획) 발표하게 된다. 樋口(2008)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종래의 고
용, 교육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즉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직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정책들이 미흡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
로는 상담기업의 강화, 취업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의 강구, 실업
및 정규직 청소년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책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지역서포트스테이션(이하 잡스포)과 잡 카드
9)

9)

장기축적능력활용형 인재, 고도전문능력활용형 인재 그리고 고용유연형인재의 3가지 유형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고용_정규직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사용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의 형
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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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본의 청소년고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명
사업내용
․직장체험 및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도입
청소년자립․도전계획 ․기초직업능력(YES)향상, 시범고용제도의 도입
․잡카페의 설치
청소년자립․도전계획 ․중학생 직업체험 실시
실행계획
․청소년 자립숙(塾) 및 잡 패스포드 제도 도입
청소년자립․도전계획 ․프리터 25만명 상용고용화 계획
실행계획
․지역서포트스테이션의 설치
재도전지원책 및 성장능력 ․잡 카드(Job Card) 제도의 구축․
향상 전략

비고(실시년도)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잡스포는 2008년 현재 전국 77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영국의 컨넥션즈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와 찾아가는 서비스(가정방문사업, outrea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잡
카드 제도는 청소년에만 한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미취업 청소년들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의 기업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0)

Ⅴ.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 그리고 선
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검토해 보
았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몇 가지 논의점 및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학자들(宮本 2004, Colley et al. 2006, 今野・本田 2009)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재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통합정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상당수의 정책들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이들은 영국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한 요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괄
일본의 청소년고용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자의 “일본의 청소년자립지원정책에 관한 분
석”(2008)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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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획일적인 접근으로는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소
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적 접근과 사후 접근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에
관해서는 영국의 컨넥션즈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으로 배
제되어 있거나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유형별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예방과 사회
통합은 대증요법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보장(basic income)과 배제의 위험성
이 높은 청소년들, 즉 저소득 청소년, 빈곤청소년 등에 대한 생활보호제도의 확충이 시급하
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생활보호의 범주에
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생업부조와 같은 장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의 빈곤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예방하며, 날로 장기화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성인으로의 이행에 대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보장정
책에 있어 정책의 단위를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종래의 '세대' 단위의 정책
을 '개인' 단위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숨겨
진 배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 에 대한 문제를 가시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
고 한국, 일본과 같이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의 중심에 ‘가족’이 위치한 나라들에서는 청소
년의 사회적 배제, 특히 소득과 관련된 사항들이 쉽게 표출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단위를 ‘개인’ 단위로의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기초연금제도
'(広井 2006)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들의 대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의 제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장(場)’의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장(場'은 단순히 물리적 생활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특히 '장(場'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에 대한 논의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및 주거정책에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의 단위를 세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의 주택문
제를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의 시기가 매우 늦은 편이며, 부모와의 동거비
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소년층에 대한 주택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
다. 이로 인해 노숙자를 포함한 청소년의 주거실태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우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平山(2008)는 청소년의 주택문제는 수택시장의 수급의 문제, 경제적 상황의 변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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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사회계층의 구성 등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중요한 점은 청소년의 주택문제가 국가차
원의 주택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미취업,
장기실업, 불안정 취업, 미취업자의 고령화 등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의 초점을 20
대 후반 및 30대에 맞출 필요가 있겠다. 2007년 도쿄도(東京都)의 노숙자 실태에 관한 조사
에서 30대 노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 하겠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관계(network)’의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사회배제국의 보고서(1999)에서는 사회적 배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낮은 사회문화활동의 참여와 가족간 의 낮은 결속력 등을 들
고 있다. 그리고 Amato and Booth(1997)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이전
의 시대에 비해 가족 성원 및 사회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연대 및 결속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연대의 약화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족구성원, 또래친구 그리고 사회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연대의 강
화는 그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관계(성)’ 은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즉 취업에 있어서 ‘제도’ 보다 유효하며, 효과적
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Esping Anderson(2002)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가족의 중시,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강화,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노동시장의 분단문제의 해소 등과 같은 과제들
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성인
기로의 이행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
업훈련체제의 정비와 청소년 고용의 확대와 취업기회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한 소득의 보
존 등과 같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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