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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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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슈와 대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청소
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델파
이조사 대상은 청소년복지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복지 관련부
처 공무원의 3개 그룹의 3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목표와 대상,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 이슈, 법체계 및 정책의 문제점,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복지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청소년 문제예방,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청소년인권보장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는 빈곤청소년,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
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이슈는 현재 폭력, 가출 등의 청소년
문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청소년 인권 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
년복지정책의 문제로는 대상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목표가 가정, 지역사회를 포함하지 않고 청
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타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부족, 전달
체계의 경우에는 시행부처가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청소년복지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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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정부개편에 따른 청소년 관련부처의 조정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전
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복지를 보건복지의 영역에 국한해서 협의적으로 볼 것인가, 아
니면 그동안 청소년 영역에서 논의되어온 일부 또는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할 것인가 등이 논점
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소년 복지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온 정
책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정 청소년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잔여적 복지의 개념으로부터 일반청소년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보건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성이 외, 2004; 이종
복 외, 2001). 정책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문제청소년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으로 그 대상 범위
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히 보호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
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의 청소년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논리
나 정책결정자의 견해 등에 좌우된 비 일관적․비체계적인 것이었으며, 소득․보건․교육․주
거․고용․여가 등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해체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영역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오영재 외, 2001: 384).
청소년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
한 올바른 분석과 전망을 필요로 한다. 현재 청소년복지정책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복지정책 대상의 문제나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정책이 수행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
정책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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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청소년복지에 관해서 학자들은 대상,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하
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요보호아동 및 청소년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
과 청소년이 안전하며 행복하도록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하여 공사(公私)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집합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Costin & Downs, 1991; Pecora 외, 2000; Tower, 1998).
특히, 청소년의 독립성과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아동복지의 개념과는 차별된다.
청소년복지에서의 복지는 성인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청소년 개개인
의 삶 자체의 복리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개념에 가깝다. 다시 말하여 아동복지의 핵심은 기
본적으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이 아동복
지서비스의 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에서는 아동과 다른 청소년의 발달단계상 청소년
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을 중시한다. 아동이 가출했을 경우 아동을 최대한 가정으로 복귀시키
고, 가정 내의 문제가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청소
년이 가출했을 경우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다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청소년은 아동과는 달리 독립적
인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의 구별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청소년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청소년,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예방, 청소
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와 참여,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복지서
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즉 청소년복지는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
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련된 각종 사회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제반 노력까지 포괄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정책도 요보호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인권과 참여와 관련된 각종 사회제도의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변화
청소년복지정책은 과거 요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도 다양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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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소년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의 입장으로부터 제도적 복지로 전환하여, 가정이나 사회로
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
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
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김성이, 1993).
청소년복지정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해방 이후 청소년은 단지 ‘나이가 많은 아동’으로만
보았을 뿐, 청소년의 발달심리적 특수성과 청소년이 갖는 주체에 대한 권리 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생존의 문제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고아원 등의 시설중심으
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청소년복지는 문제․비행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주류를 이루
었고, 청소년들을 사회의 전반적인 보호, 선도, 지도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정책
은 잔여적 복지의 개념에 머무르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문제청소년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순
히 보호차원의 접근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청소년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1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
로 청소년사업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함께 청소년 육성업무와 정책사업의 내용과 범위
를 분명히 하게 되었으며,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도 보완되는 등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확대되
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4년 2월에 제정 공포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
회적ㆍ경제적 지원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특별보호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 대한 포괄
적인 지원을 규정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
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동안의 청
소년복지정책의 발달과정과 아동정책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복지정책도 요
보호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포함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수행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분석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분석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ilbert
& Specht(1974: 29)의 준거틀인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과 그 대상,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급여
(social provision), 그리고 어떠한 전달체계(delivery system)를 가지고 제공하는가, 아울러 이러한 대
상들에 대한 급여를 위한 자원, 즉 재원(finance)의 충당방법은 어떤 것인가 등을 중심으로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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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청소년복지정책의 할당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년복지정책의 대상 설정은 청소년의 가장 절실한 욕구와 필요에서 출발하며 청소년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적 토대의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은 과거 요보호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던 추세에서 오늘날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전체 일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사업도 다양화, 전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의 대상범위는 정책의 목표에 보다 근접하는 욕
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보다 협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둘째,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
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복
지 서비스의 형태와 수혜대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청소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줌
으로써 청소년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환경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적
절한 개선에는 청소년 전용시설 및 이용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대중매체, 향락업소에 대한 지속
적인 점검과 시민자체 규제능력이 발휘되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소득보장과 보
충급여가 있으며, 주택부조제도도 있다. 아울러 비행, 가출, 학교중퇴자, 약물남용, 성문제, 자살
등 아동,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이 있다.
셋째, 청소년복지정책에서의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청소년복
지정책의 전달체계는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의 공․사기관, 단체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천에 옮기
는 조직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조직과 민
간조직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연대에 의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그 법적인 보
장,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인력의 개입을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서는 공공과 민간의 조직에 의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활동 및 그 법적인 보장, 전문가의 개입
등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은 정책의 전달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청소년복지정
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청소년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활동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복지의 재원은 그 구성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청소년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게 많다. 특히 기본적인 가정생활과 관련된
공공부조에 의한 지출이 청소년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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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막중하다.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수당
과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는데, 조세에서 대부분 나온다.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종전에는 주로 외국원조,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기부금, 일반시민의 후원
금 등에 의존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주요 재원이 법인과 정부로부터의 수입금이 되고 있는
데 특히 정부로부터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로부터의 수입이란 정부보
조금이나 위탁사업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주로 ‘정부 투자, 민간
기관 운영’체계 속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차
청소년복지의 민간부문에 대한 활성화, 즉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사전 배려가 없이는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우려
가 많다. 이상 네 가지 수준의 준거에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
것은 정책 입안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가치 판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Ⅲ. 연구방법
청소년복지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변화 전망을 토대로 향후 청
소년복지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
쳐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와 밀접
히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관련학과 교수, 청소년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복지 관련부
처 공무원의 3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청소년복지 관련부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
로 참여 가능한 대상이 많지 않아 청소년복지시설․단체종사자 그룹에 포함하여 청소년복지 관
련학과 교수 그룹과 함께 각각 15명씩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복지 관련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전
국의 청소년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 청소년복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단체 종사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연구소의 시설․단체장 또는 팀장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부처 복지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1차 조사는 먼저 Gilbert & Specht(1974: 29)의 사회정책
분석틀에 기초하여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분석을 위하여 복지 대상, 지원체계, 프로그램, 재원
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구성하여 개방형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차 조사
에서는 2차 조사 결과의 분포를 해당 전문가와 비교하여 재차 의견을 묻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의 분석 대상은 1차 28명, 2차는 27명, 3차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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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분석방법은 SPSSWIN 11.O을 이용하여 빈도 및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수산
출은 1차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5점 척도의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평
균을 산출하였으며,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Ⅵ. 조사 결과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목표
1) 우선순위
청소년복지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제예방과 청소년
에 대한 균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 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 능
력 및 적성 개발 등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청소년복지정책의 우선순위
구

우선순위

분

점수

우선순위

청소년 문제 예방

26

1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23

2

청소년 인권 보장

23

2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17

4

청소년 능력과 적성 개발

17

4

사회환경의 개선

17

4

청소년문제 치료 및 교정

16

7

기초생활 보장

10

8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8

9

2) 중요도
청소년 복지정책의 목표에 대한 중요도의 경우에서도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제 예방 영역을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안전 문제, 청소년 문제 치료 및 교정 등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 문제 예방의 점수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의 안전확보(4.46), 청소년문제 치료 및 교정(4.38), 사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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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소년복지의 중요도
구

중요도

분

점수

순위

청소년 문제 예방

4.50

1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 확보

4.46

2

청소년문제 치료 및 교정

4.38

3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4.33

4

청소년 인권 보장

4.33

4

사회환경의 개선

4.33

4

입시교육으로 위한 청소년복지 위협의 해소

4.29

7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4.17

8

모든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4.04

9

기초생활 보장

4.00

10

청소년 능력과 적성 개발

3.83

11

경의 개선(4.33), 청소년의 인권보장(4.33),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4.33)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기초생활보장(4.00)이나 청소년의 능력과 적성개발(3.83) 등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1) 정책 주요 대상
(1) 우선순위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대상에 대해서는 빈곤청소년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일반청소년, 비행청소년, 장애청소년, 가출청소년, 중도탈락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노동자자녀, 북한이탈청소년, 약물오남용청소년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요성 동의 정도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빈곤청소년(4.63)을 가장 중요한 복지정
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출청소년(4.58), 비행청소년(4.54), 장애청소년
(4.50), 중도탈락청소년(4.50), 일반청소년(4.33), 근로청소년(4.29)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자녀, 농어촌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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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별 청소년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대

상

점수

순 위

빈곤청소년

42

1

일반청소년

37

2

비행청소년

28

3

장애청소년

15

4

가출청소년

13

5

중도탈락청소년

9

6

근로청소년

8

7

한가정청소년

8

7

농어촌청소년

2

9

미혼모청소년

1

10

<표 4> 대상별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요도
대

상

점수

순위

빈곤청소년

4.63

1

가출청소년

4.58

2

비행청소년

4.54

3

중도탈락청소년

4.50

4

장애청소년

4.50

4

약물오남용청소년

4.38

6

일반청소년

4.33

7

한가정청소년

4.33

7

근로청소년

4.29

9

미혼모청소년

4.25

10

외국인노동자자녀

3.92

11

농어촌청소년

3.88

12

북한이탈청소년

3.8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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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중요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이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2위였으나 중요도에서는 7위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청소년복지정책을 보편주의적 접근의 방향에서 일반청소년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정책의 시급성의 측면에서 중요도의 대상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1) 현재의 이슈
청소년복지정책의 현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폭력, 가출 등 청소년문제(4.38)와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4.38)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
년 인권보장(4.33),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욕구(4.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현재 청소년복지의 주요 이슈
구

분

점수

순위

폭력, 가출 등 청소년문제

4.38

1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4.38

1

청소년 인권 보장

4.33

3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4.33

4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

4.29

5

청소년복지 관련법 상호간의 관계 정립

4.25

6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4.25

6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개선

4.17

8

가족해체 및 가족기능 약화

4.13

9

빈곤의 세습화 문제

4.13

9

청소년 안전 문제

3.96

11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확대

3.96

11

청소년 안전 문제

3.96

11

청소년복지의 개념 및 대상 범위 설정

3.73

14

2) 미래의 주요 이슈
향후 5년 이내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 지역과 중앙정부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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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미래(5년 이내)의 청소년복지 주요이슈
구

분

점수

순위

민간․정부, 지역․중앙간 유기적인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 확대

4.50

1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확대

4.46

2

폭력, 약물남용 등 청소년문제의 확대

4.46

2

사이버 관련 청소년문제의 급증

4.46

2

청소년 인권 신장 및 참여 확대

4.46

2

학교교육 복지의 확대

4.38

6

지속적인 빈곤의 세습화

4.29

7

주5일제 이후 가정경제 차이에 따른 사회활동의 격차

4.25

8

자기개발을 위한 청소년 여가활동의 증진

4.25

8

요보호청소년의 지원

4.21

10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한 가정조성 사업의 활성화

4.21

10

청소년 직업능력의 개발

4.21

10

방과 후 청소년 방치에 대한 관심 확대

4.04

1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3.88

14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서비스에 대한 관심 확대

3.75

15

북한청소년의 사회부적응 문제 확대

3.67

16

청소년 보건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

3.58

17

기적인 청소년복지지원체계의 구축 확대(4.50),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 확대(4.46), 폭력, 약물남용
등의 청소년문제 확대(4.46), 사이버 관련 청소년문제(4.46), 그리고 청소년 인권 신장 및 참여 확
대(4.46)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기타 청소년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출현하면서 관심영역이 세분화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있는 요보호아동의 양육,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실업, 십대 임신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가 일부 문제청소년이나 요
보호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일반청소년의 학습과 생활로 확산되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보다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4. 청소년복지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청소년 복지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 체계간의 유기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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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소년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문제점

개선
방안

분

점수

순위

청소년복지법 체계간의 유기적 연계 부재

4.67

1

통합적인 법체계의 부재 및 집행부서의 상이성

4.58

2

법조항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4.29

3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 상호간의 중복성

4.21

4

청소년 연령 규정의 상이성

4.21

4

법령에 따른 청소년 명칭의 상이성

4.08

6

청소년관련 법의 청소년복지 규정 미비

4.08

6

청소년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미비

3.71

8

통합된 법체계의 구축

4.50

1

청소년복지 관련 부처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

4.42

2

체계적인 법령의 수립

4.33

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및 행정체계 확보

4.25

4

청소년관련법에 청소년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명시

4.21

5

복지대상자별 예산사업 수립

4.13

6

청소년복지대상의 명확한 설정

4.13

6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의 확보 의무화

3.96

8

청소년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법체계의 정비

3.92

9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명칭 변경 및 범위 확대

3.83

10

치료교정사업의 대폭적인 보완

3.79

11

부재(4.67), 통합적인 법체계의 부재 및 집행부서의 상이성(4.58), 법조항의 강제성 부족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4.29) 등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청소년 복지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통합된 법체계의 구축(4.50)이 가장 중요하다
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복지 관련 부처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4.42), 체계적인 법령의
수립(4.3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및 행정체계의 확보(4.25) 등을 제시하였다. 즉, 통합된 법
령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단일한 법령을 근거로 모든 청소년 정
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제정․시행되어야 함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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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복지 대상
청소년 복지대상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의 목표가 가정,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지 않고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4.33)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4.21), 문제청소년 중심의 구성(4.17) 등을
중요한 문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 복지대상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체계적인 접근(4.46), 복지대상의 일반청소년으로의 확대(4.42),
중간계층(차상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완(4.25) 등이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8>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복지대상)
구

분

점수

순위

4.33

1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해 있지 않음

4.21

2

문제청소년 중심으로 되어 있음

4.17

3

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음

3.96

4

법마다 적용 연령이 다양함

3.92

5

복지대상의 모호함

3.38

6

4.46

1

복지대상을 일반청소년으로까지 확대 적용

4.42

2

중간계층(차상위 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완 필요

4.25

3

복지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원

4.00

4

복지 대상 연령의 통일

3.71

5

복지정책의 목표가 가정, 지역사회 등을 포함 하지 않고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둠

문제점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체계적 접근 필요
개선방안

2) 프로그램(서비스)
청소년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 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부족(4.58), 부모, 교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부족(4.28), 선택적․단편적․일회적․획일적인 프로그램(4.33),
시․군․구 수준에서의 청소년 복지 인프라 부족(4.33) 등이 중요한 문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 복지프로그램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및 공조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확보(4.54), 수요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4.50), 다양한 교내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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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프로그램)
구

점수

순위

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부족

4.58

1

부모, 교사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부족

4.38

2

시․군․구 수준에서의 청소년 복지인프라 부족

4.33

3

선택적, 단편적, 일회적, 획일적인 프로그램

4.33

3

학교 서비스의 부재

4.25

5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함

4.25

5

정부부처와의 협의 및 공조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확보

4.54

1

수요자 위주의 프로그램의 개발

4.50

2

다양한 교내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4.50

2

개선

교내의 청소년복지 전문가 배치

4.46

4

방안

부모, 교사, 청소년이 함께 하는 복합적 프로그램의 운영

4.38

5

전 삶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

4.29

6

인권보장 내용의 포괄성 확보

4.29

6

지지적, 보호적, 대리적 서비스 프로그램의 확충

4.13

8

문제점

분

개발(4.50), 교내의 청소년복지전문가 배치(4.46), 부모, 교사, 청소년이 함께 하는 복합적 프로그
램의 운영(4.38) 등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3) 전달체계
청소년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 시행부처의 분산(4.58), 일선기관의 청소년복
지담당자의 부재(4.54),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미흡(4.42), 조직적인 서비스 전달체
계의 부족(4.42)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4.58)이 가장 중
요하고, 그 다음으로 관련 부처별 협조체계의 구축(4.54),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의 배치(4.50),
민간 전달시스템 구축의 활성화(4.29), 공공부문의 책임성 부여, 학부모 조직 및 지역사회 민간부
문과의 전문적 인프라 구축(4.29),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상호 연계(4.29) 등이 중요한 것으로 제
시되었다.
4) 재원조달
청소년 복지재원조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원의 다양화 부족(4.46)이 가장 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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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달체계)
구

문제점

개선방안

분

점수

순위

시행부처가 산만하게 분산됨

4.58

1

일선기관(읍, 면, 동사무소)의 청소년복지 담당자 부재

4.54

2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미흡

4.42

3

조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

4.42

3

정부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의 중복

4.33

5

공적 전달체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

3.88

6

육성과 보호 중심의 행정조직 운영

3.54

7

통합적 전달체계(공동협의체 구성)의 구축

4.58

1

관련 부처별 협조체계의 구축

4.54

2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의 배치

4.50

3

민간 전달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4.29

4

4.29

4

4.29

6

공공부문의 책임성 부여, 학부모 조직 및 지역 사회
민간부문과의 전문적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상호 연계

<표 11>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재원조달)
구

문제점

분

점수

순위

재원조달원의 다양화 미흡

4.46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역할 부족

4.42

2

한정적인 재원 조달

4.42

2

조달방법의 불투명

4.33

4

기금 위주의 편중된 재원

4.33

4

공공재원에의 의존

4.13

6

4.54

1

4.46

2

4.46

2

국고지원금 확대 추진

4.42

4

부처간 다양한 재원의 통합

4.42

4

종교기관과 기업의 참여 확대

4.33

6

공공재원 할당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 부여
재원 사용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개선

소외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업사업 확대 풍토

방안

확산 및 법․제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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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되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역할 부족(4.42), 한정적인 재원 조달(4.42)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청소년 복지재원조달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재원 할당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기부금에
대한 세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4.54)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소외청
소년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업사업 확대 풍토 확산 및 법․제도적 정비(4.46), 재원사용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4.46), 국고지원금 확대 추진(4.42), 부처간 다양한 재원의 통합(4.42) 등이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6.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정부의 역할과 책임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 복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정책 제도의 시행 평가․관리 및 통
제(4.75)와 복지재원의 확보(4.75)가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처간 유기
적 연계망 구축(4.71),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4.63)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4.63), 분산된 책
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4.54), 청소년 건전 육성 정책의 수립(4.46)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
구

분

점수

순위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및 통제

4.75

1

재원 확보

4.75

1

부처간 유기적 체계망 구축

4.71

3

청소년 관련 법체계 정비

4.63

4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4.63

4

분산된 책임 영역의 통합과 조정

4.54

6

청소년 건전 육성 정책의 수립

4.46

7

환경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의 수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4.42

8

다양한 자원이 활용 가능한 여건과 환경 조성

4.42

8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및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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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구

분

점수

순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71

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4.42

2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4.38

3

중앙 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 확보

4.38

3

다양한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건 조성

4.38

3

전문 인력의 배치와 활용

4.33

6

청소년복지기관별 특성화사업 선정 및 활성화

4.33

6

정책 대상의 명확화 및 지역 내 가용자원의 확보 및 활용

4.29

8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제의 확립

4.25

9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

4.25

9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4.25

9

그램의 개발 및 지원(4.71),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4.42), 중앙정부의 정책 실현 및 재원 확보
(4.38),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4.38), 다양한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건 조성(4.38) 등
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14>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

분

점수

순위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4.46

1

전문 인력의 확충

4.38

2

다양한 복지서비스 실천과 전달

4.33

3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이나 개선안의 제시 및 평가

4.29

4

다양한 청소년복지 관련 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29

4

국가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복지 담당

4.21

6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4.21

6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복지사업비 투자 확대

4.17

8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4.13

9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4.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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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관
(1) 민간기관 역할과 책임
청소년 복지를 위한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4.26), 전문 인력의 확충(4.38),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실천과 전달(4.33),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이나 개선안의 제시 및 평가(4.29), 다양한 청소년복지 관련 사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4.29)등이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었다.

Ⅴ. 결 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정책은 한자리에서 터를 잡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청소년전담부서가
복지를 주업무로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된 이상,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현재와 미래에 예측되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이슈와 그 대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 정립에 기여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작성되
었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대상,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 이슈, 법체계, 정책
의 문제점,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역할 등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다소 분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초점을 소외청소년에 둘 것인가, 문제청소년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일반청소년에
초점을 둘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리될 수 있다. 즉,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을
중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청소년, 요보호청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빈곤청소년, 가출청소년, 비
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과 인권 보장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 안전 확보,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사회환경의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외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과 문제청소년의 치료․교정 등도 주요한 정책 과
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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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슈와 법체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
계의 구축, 청소년 복지 관련법 체계간의 연계 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 복지정책이 분산적․중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마련과 일관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복지정책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수행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의 중복성을 줄이고, 정책 대상 유형에 적합한 지원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간에 관해서는 상호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에서의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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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Direction of Youth Welfare Policy

Kyung-Jun Ki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duce some data on the issues and alternatives neede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youth welfare policy through Delphi method.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0
professionals consisted of youth welfare related professors, the staffs of youth welfare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and officials at government agencies. The Delphi technique with three rounds of question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main problems of youth welfare policy such as
aims and subjects, present and future issues, legal systems and policy problems, and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etc.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spondents put more priority on the prevention of youth problems, the provision of
the equal opportunity, the protection of youth right, etc. in the aims of youth welfare policy. Second,
They considered poverty youth as the highest priority in the subject of youth welfare policy. And general
youth was ranked second, juvenile delinquent was ranked third, and disabled youth was ranked fourth in
the same area. Third, the survey showed that the main issues of youth welfare policy were the youth
problems such as violence and runaway, the lack of the integrated youth service delivery system, the
ignorance of youth rights, etc. Fourth, they agreed that the major problems of youth welfare policy were
the wrong policy subjects focused just on youth without including family and community, the lack of the
connec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and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dispersion of the delivery
system, etc.
Key words : youth, youth welfare policy, delivery 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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