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청소년학회지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06, Vol. 3, No. 2, pp.71-88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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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청소년을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자원’인 동시에 ‘성인과 함
께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역시 “청소년문제 예방중심의 정책”에서 “육성․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는 긍정적 청소년개발
을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떠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들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의 개념과 작동체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 청소
년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이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패러다임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
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청소년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가공공정책으로 발전되
기 위해서는 1)긍정적 청소년개발에 대한 의미의 명확화, 2)긍정적 청소년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
식에 직면하기, 3)후원자집단 구축, 4)국가정책적 이슈나 제도들과의 연계체계 구축, 5)증거자료
의 구축과 과학적 해석, 6)모니터링과 평가체제의 강화, 7)참여기관의 경계설정과 역할의 명확화,
8)공공기관과 사설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9)안정적인 서비스제공 등의 과제들이 제시되었
다. 이러한 과제들은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국
가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 긍정적 청소년개발, 문제예방모델, 역량개발,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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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청소
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기에 경쟁
력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력강화의 필수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한국청소년개
발원, 2003). 기존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조망되어 왔다. 청소년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낙인되어 왔으며, 그들의 문화
는 대항문화, 반항문화 등으로 채색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더 많은 경
계의 대상이자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만으
로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각종 자질이나 소양을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
기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사회적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성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Pittman, 1992, 2000).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청소
년문제 예방중심(prevention)의 정책”에서 “청소년개발중심(development)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시
도가 등장하고 있다(Pitman & Irby, 1996). 즉,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핵
심개념으로 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호․규제․단속 중심의 소극적인 청소년정책”에서 “육성․지원 중심
의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도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조영승, 2003).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개발1)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개발체제(youth development system) 역시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

1)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는 ‘청소년개발’보다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학교교육정책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실행됨
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조영승, 2003).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패
러다임으로 청소년정책을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구조화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최충옥외, 2003).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청소년보호,
청소년교육을 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로서 ‘청소년개발’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 72 -

김진호 /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해지고 있다.
이렇듯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정책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
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을 위해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긍정
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최적의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기
존의 정책들을 어떻게 재설계(redesign)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패러다임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작동체계는 어떠한지, 그
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청소년정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청소년
정책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개념적 특성과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목표 및 작동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관점이 청소년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이 주제
는 청소년관련 정책연구나 관련학술지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 청소년개발’이 청
소년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리는 의미있는 연구내용이라 여겨진다.
셋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이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내용의 특성상 주로 문헌분석의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적 특성과 작동체계는 선행연구(Benson, & Pittman, 2001; Pittman, 1991,
1992, 2000; Pittman, Fleming, 1991, Pittman, & Irby, 199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7)들을 참조하여 고찰․분석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단행본과 학술논문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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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적 특성 고찰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을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경제적
자원(youth as resource)인 동시에 성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야 한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문제예방적 접근방법(prevention model)에 대한 대안으로서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2). 즉,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은 경쟁력있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competence)3)들을 개발하고(building competencies), 긍정적인 행동들을 증가시키며(increasing thriving
behaviors), 문제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위험행위를 감소하
는 것(reducing risks)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Benson, & Pittman, 2001). 이러한 개
념적 특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healthy youth development, asset-building
approach등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
컨대, Pittman(1991)은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
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Benson과 Pittman(2001)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 즉, 사회적․도덕적․정서적․신체적․ 인지적․직업적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발달
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은 ‘youth development’
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발달’과 ‘청소년개발’ 등의 용어로 혼용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청소년발달’과 ‘청소년개발’의 개념은 공통적인 의미도 있지만 분명하게 차별화된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먼저, 발달은 생물학적 및 심리적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발달은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로, 덜 복잡한 유기체로부터 더 복잡한 유
기체로4), 능력과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Birren &
2) 문제예방적 접근방법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1990년대의 positive youth development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문구인 “problem free is not fully prepared”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Pittman, 1992).
3) 역량(competence)이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자신
의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을 극대화하며, 미래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skills), 태도
(attitudes), 동기(motives), 능력(abilities)의 복합체”를 말한다(Garbarino, 1985). 따라서 역량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청소년개발과 사회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Huebner,
2003). 반면 능력(ability)은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교육학대사전,
1992), 역량(competence)의 개념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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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ruff, 1973).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발달이란 인간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신체구조, 사고,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이 관점에서는 발달의 주체에게 일어나는 성장과 성숙 등과 같은 ‘변화’
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발달의 동력이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내부적 요소의 작동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개발은 조작적인 조건과 필요한 요소를 통해 유기체의 변화
를 인위적으로 가속화시키거나 유도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개발은 변화의 속성인 성장
(growth), 성숙(maturation), 개선(improvement)의 의미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변화가 이루어지는 작동체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발달은 발달의 주체인 청소년에 의해 일어나는 성장과 성숙을 강조한 개념
이라면, 청소년개발은 조작적인 조건과 필요한 요소를 통해 청소년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가속화
시키거나 유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달심리학적인 ‘청소년발달’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소년개발’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은 변화의 속성인 성장(growth), 성숙
(maturation), 개선(improvement) 뿐만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작동체계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을 무한한 발전가
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
소년기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 즉,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직업적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발달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Ⅲ.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목표와 작동체계
이상의 개념정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와 고유한 작동체계에 의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개발의 개념에는 목표, 내용 및 요소, 그리고 작동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4) 인간이 성장․발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복잡성(complexity)의 개념이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complexity는 혼란스러움(confusion)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원래 이 개념은 살아있는 유기체
(living organism)를 묘사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복잡성(complexity)는 유기체가 하부기관들(internal
organs)을 분화(differentiation)시키고, 통합(integration)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화․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분화의 과정), 향상된 능력을 자신과 융합시키는 과정(통합의 과
정)을 통해 성장하고 진화하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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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목표
청소년개발의 개념 속에는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다. 예컨대,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문제해결’과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
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용어 자체에서 “positive”라는 접두사를 명시한 것
은 청소년개발의 개념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개발의 목표는 맥락적 특수성(contextually specific nature)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Garbarino, 1985; Masten et al., 1995). 청소년기에 개발이 요구되는 역량(competencies)은 사회적․환
경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영능력은 바다근처에서 거주하는 청소
년에게는 중요하지만, 사막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눈의 종류를 구분
하는 능력은 알래스카인에게는 중요하지만 하와이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청소년기에 개발이 요구되는 역량들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Dishion, Patterson, Stoolmiller, & Skinner, 1991; Harter, 1982,
1985; Masten et al., 1995; Morrison & Masten, 1991; Patterson & Capaldi, 1990; Sameroff, Bartko,
Baldwin, Baldwin & Seifer, 1998). 그리고 청소년기에 개발이 요구되는 역량의 대부분은 청소년기
의 발달과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Masten et al., 1995). 또한, 청소년개발의 방향
성을 설정하는 기준과 준거로 활용되며, 청소년개발을 위한 정책적 투입요인의 결정과도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개발의 목표는 국가 혹은 기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USDA
(1920)는 4-H Youth Development의 사업의 이념을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로 명시
하고, 그 목표를 건강 및 육체적 능력개발, 개인적 및 사회적 능력개발, 인지적 및 창조적 능력
개발, 시민성 개발, 직업적 능력개발, 국제이해 능력개발로 제시하고 있다(농촌진흥청·한국4-H본
부, 2001: 15).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는 ⑴ 인지적 발달, ⑵ 사회적 발달,
⑶ 신체적 발달, ⑷ 정서적 발달, ⑸ 도덕적 발달을 청소년개발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Pittman & Irby(1996)는 ⑴ 유능감, ⑵ 자기확신감, ⑶ 자아정체감, ⑷ 유대감등을 제시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8)은 ⑴ 소속감, ⑵ 쾌활성, ⑶ 사회적능력, ⑷ 정
서적능력, ⑸ 인지적능력, ⑹ 도덕적능력, ⑺ 자기결정감, ⑻ 자기효능감, ⑼ 긍정적 자아정체감,
⑽ 미래에 대한 확신, ⑾ 친사회적 행동 등을 제시하였다. 홍콩 城市大學에 의해 발표 청년발전
목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지(智), 덕(德), 체(體), 군(群), 미(美) 등 5育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청소년부(1991)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수련활동의 지표로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삶을 개척하고, 장차 도래할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한국청소년상의 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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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요구되는 영역을 체육, 덕육, 지육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개인성개발에 건강
(체력, 영양, 위생, 안전), 정서(독서, 특기, 감상, 관람), 용기(인내, 정의, 책임, 창의)를, 사회성개
발에 예절(공경, 예의, 신의, 정직), 협동(질서, 봉사, 자율, 근검), 긍지(애국, 전통, 통일, 국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1998)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21세기 청소년상으로 ⑴ 문화
적 감성을 갖춘 청소년, ⑵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를 가진 청소년, ⑶ 봉사와 협력정신을 가진
청소년, ⑷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가진 청소년, ⑸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하는 청소년, ⑹ 국제
감각을 가진 청소년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개발은 맥락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단일화된 청소년개발의
목표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소년개발에 대한 이론체계가
확립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청소년개발의 목표영역으로 다음
의 일곱가지 영역이 제시되고 있다(Huebner, 2003; Pittman & Irby, 1996).
첫째,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이다. 신체적 건강이란 “현재와 미래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
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영양섭취, 다이어트, 운동, 피임, 위험행
동(예,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도 포함된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가 건강과
관련된 습관들을 확립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주장한다(Maggs, Schulenberg, & Hurrelmann,
1997).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확립된 건강습관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이다. 정서적 건강은 “우호적이거나 적대적 상황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며, 자신의 감정상태와 주변상황에 대해 숙고하고, 레저와 놀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증가한다(Blum & Rinehart, 1998). 따라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참여능력도 요구
된다. 왜냐하면, 여가활동은 정신적 고뇌, 두려움, 우울증, 적개심등을 낮추기 때문이다(Cassidy,
1996). 또한, 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의 레
저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다양한 레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지적 역량(intellectual competence)이다. 지적역량이란 “형식 및 비형식교육기관에서 학습하
고, 학교졸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비판적 사고기술․창의력․문제해결기술․자기표
현기술 등을 활용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업성취는 성인기의
직업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Masten et al., 1995),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열정에도 영
향을 미친다(Rojewski & Hill, 1999).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광범위
한 지식과 정보를 평가․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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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이다. 사회적 역량은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하
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skills)을 말한다(Scales & Leffert, 1999). 사회적 역량의
대표적인 예로는 기획 및 의사결정기술(planning and decision-making skills), 공감(empathy), 대화기술
(conversation skills), 또래집단에서의 좋은 지위획득(good status in one's peer group), 책임수용의지
(willingness to accept responsibility), 헌신적 참여(following through on commitments), 평화적인 갈등해
결능력(the ability to handle conflict with others peacefully) 등을 들 수 있다(Downs, 1990; Scales &
Leffert, 1999). 사회적 역량이 청소년개발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의 개발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사회성 기술은 친구관계 유지의 장애요인이 되며,
반사회적 집단에의 참여가능성과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ishion et al., 1991), 청소년기의 사회성 기술 습득은 중요하다.
다섯째,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e)이다. 시민적 역량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lager
good)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적으로 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
다. 청소년에게 시민적 역량을 강조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이며, 주로 환경미화사업, 요양원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의 정치적 이슈 이해하기 등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봉사학습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유능감, 효능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 형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Scales & Leffert, 1999; Youniss & Yates, 1997). 예컨대, 청소년기의 봉사활동 경험
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Bernard, 1990; Price, Cioci, Penner & Trautlein, 1993), 미래에 대
해 낙관적이게 하고(Kurth-Schai, 1998; Nettles, 1991), 비행을 감소시키고(Bilchik, 1995), 문제해결능
력을 증가시킨다(Conrad, 1980). 뿐만 아니라, 봉사학습경험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의식을 강화
하고,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갖게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Hirschi, 1969). 그리고 성인이 되
었을 때의 투표참여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열정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Youniss, McLellan &
Yates, 1997).
여섯째,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다. 문화적 역량이란 “집단간 또는 개인간에 존재하
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관심 및 흥미의 차이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정보화, 국제화의 시대적 변화로 이민증가, 국가간 경제교류확대, 세계각
국의 뉴스에 대한 관심증대, 인터넷사용의 급증 등 다방면에 걸친 국제교류가 급증하면서, 문화
적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역량은 국제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호
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이웃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입
견이나 편견, 차별 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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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감기술(empathy skills)은 문화적 역량의 핵심적인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Scales & Leffert, 1999).
일곱째,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e)이다. 직업적 역량은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에 필요한 기능적․구조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자신의 진로설정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
이 포함된다. 직업적 역량강화를 통한 고용가능성 증대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청소년개발의 매
우 중요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세계에서는 1)자원관리능력, 2)타인관계능력, 3)정보활용능
력, 4)조직(system)이해능력, 5)테크놀로지활용능력 등의 다섯 가지 능력과, 1)기초기술(읽기, 쓰기,
셈하기 등), 2)사고기술(창의력, 의사결정, 문제해결, 학습방법이해), 3)개인적 자질(책임감, 사회성,
자기경영, 통합성)등 세가지 직업기초능력(foundation skills)이 요청되고 있다(SCANS, 1991). 결과적
으로, 직업의 세계에서 요청되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책임감있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개발의 매우 중요한 목표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7가지 영역의 역량 이외에도 청소년개발의 핵심적의 수단이자 목표로 새롭
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취동기(motivation for success)이다. 청소년개발의 목표로 설정한 역량의
중요성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개개인이 각각의 역량에 대해 부여한 중요성 정도와
동기화정도에 따라 청소년개발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운동능력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운동능력 부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운동능
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운동능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개발의 목표영역 각각에 부여한 중요성정도는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도성(initiative) 즉, 목적달성을 위한 자기동기화(self-motivation)는 청소
년개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다(Larson, 2000).
2.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내용과 작동체계
청소년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와 작동체계가 요구된다. [그림 1]은 긍
정적 청소년개발의 내용과 작동체계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청소년개발의 요소와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의
지원체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으로는 가족 및 가정, 지역사회, 또래 및 동료, 그리고 국가
사회가 있으며, 지향하는 다양한 요소의 변화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개발
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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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개념적 모델
※ 출처: U.S. Department of Helath and Human Services, 1997, p.3.

결국,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은 청소년기의 발달이 개인적인 요인(심리
적․생물학적․지적․인성적․천성적인 특성들)과 환경적 요인들(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
회, 국가 등) 사이의 역동적(dynamic)이고 상호호혜적(reciprocal)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는 가
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발달적 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에서 인간발달과 관련하
여 제안한 다양한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즉, 1)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하나의 과정(a
process)이지 하나의 사건(a event)이 아니며, 2) 그 과정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3)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지 않으며, 4) 성인기로
의 발달경로(developmental pathways)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5)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들은 새
로운 발달경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과 관련
된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경계넘기’와 ‘통합’,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총체적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고 ‘청소년문제예방’
과 ‘청소년건전육성’만을 따로 떼어 논의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청소년사업은 결코 청소
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관점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분절된 개별체가 아니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통합․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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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정책들 역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긍정적 청소년개발이 청소년정책에 미친 영향
긍정적 청소년개발은 기존의 문제예방적 접근방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
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청소년정책
에 미친 대표적인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ittman, Irby, & Ferber, 2001).
첫째, 정책목적의 확장(broadening the goals)이다. 긍정적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개념은 청소년
정책의 목적이 ‘청소년문제의 예방이나 감소’(problem reduction) 중심에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preparation for adulthood) 하는 영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문제행동 감소나 지적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목적은 청소년문제의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발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정책영역의 확대(increasing the options)이다. 청소년들은 무수히 많은 환경적 요인들과 상
호작용하면서 성장․발달한다. 즉, 청소년발달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
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ex, 안전한 장소, 우호적인 성인, 역할모델, 양질의 청소년기관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예방적 모델에서는 특정 문제행동에 초
점을 맞추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에 치중하여 왔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문제행
동은 수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예방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는 진단을 받고 있다.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 패러다임은 오히려 청소년문제가 일어날 때
마다 대응하는 반응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친활동적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예방이나 감소에도 보다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정책적 전략의 수정(redefining the strategies)이다. 청소년정책의 목적이 ‘성공적인 성인으
로서의 삶의 준비’로 전환됨에 따라 정책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정책의 목적이 문제예방 및 감소에서 성인의 역할 및 책임 준비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적 관심 역시 단기간의 문제행동 치료․예방에서 장기적인 발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정책적 투입요인도 단순한 기초서비스(사회보장, 건강, 주택, 경제지원) 제공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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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여건조성 및 기회의 확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청소년개발
의 무대 또한 학교중심에서 청소년단체, 도서관, 공원,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내의 모든 시설․공
간으로 확장되었다. 청소년지도자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전문지도자들 중심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다양한 인적자원들로 확장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역할 또한 청소
년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자신의 발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지역사회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

Ⅴ.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기존의 문제예방적 접근방법의 문
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청소년정책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많은 정책적 효과를 창출하
였다. 그러나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공공정책으로서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긍정
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은 문제예방적 접근방법에 비해 일반 국민의 지지와 공공정
책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이
국가공공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정책이나 청소년 문제예방․보호정책에 비해 국민
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가공공정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Pittman, 2000; Pittman, Irby, & Ferber, 2001; Scales, & Leffert, 1999).
첫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긍정적관점에서의 청
소년개발이 공공의 아이디어(public idea)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목적이 무엇
이며, 국가 공공정책으로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수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그러한 정책의 수혜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
지 등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직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잘못된 인식이나 여론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예컨대,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전환을 위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능력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
정적인 인식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지원하는 후원자집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여
론은 국가정책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이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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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필요성을 후원할 수 있는 청소년, 청소년관
련 전문가, 청소년기관, 시민지지자, 잠재적인 지원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정책적 이슈나 제도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육정
책, 복지정책, 가족정책, 정보통신정책, 경제개발정책, 지역개발정책 등 현안정책들은 긍정적 청
소년개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섯째, 증거자료의 구축과 과학적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 청소년개발 과 관
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으며, 문제행동 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처럼 과학적인 이론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메타분석방법과 같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해석하
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모니터링과 평가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긍정적 청소년개발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긍정적인 지표의 부재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과 지속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며, 아
울러 지역 및 시설단위에서도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과 기관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명확
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며, 어떤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여덟째, 긍정적 청소년개발을 위한 공공기관과 사설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현장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밖의 무대에서 이루어지
는 프로그램, 기관, 청소년지도자들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긍정적 청소년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박물관, 도서관, 기초의료센터, 레크리에이션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시스템과 비영리 단체들과도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아홉째,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1)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 참여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2)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참여기회는 그것
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3)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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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은 기존의 ‘문제예방 중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문제예방 중심의 청소년정
책은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또는 문제행동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
제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 문제행동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타겟그
룹도 이미 문제행위에 깊게 관여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이 성공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행동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다른 문제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만을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현재 또
는 미래에 당면하게 될 도전(challenges)과 사회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비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이러한 ‘문제예방 중심적인 접근방
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서,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많은 정책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최적의 기회들
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공해 주
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 청소년개발’이라는 개념
적 틀을 통하여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모든 부문들의 통합과 재구성을 시도함으로써, 비로소 청
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발달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총
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2005년에 청소년육성정책을 총괄하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과 청소년보호정책을 총괄하던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된 이후, 청소년보호와 청소
년육성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정책은 대다수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육
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긍
정적 청소년개발’의 개념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
며, 한국적 상황에서 부합되는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관점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천
되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실천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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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eaning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n Youth Policy in Korea

Jin Ho Ki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Facilitating and suppor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is the important mission of youth policy. Youth
policies in Korea are attempting to redesign themselves to be strategies that promote both positive
behavior in youth and the general well-being of all young people while simultaneously preventing negative
behavior. This paradigm shift toward positive youth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framework, undergirded by the bumper-sticker phrase “problem-free is not fully prepared”.
But the overall impact of this paradigm shift is uneven-the importance of it challenged by such stories as
youth corrections programs that have been renamed “youth development programs” with no concomitant
changes in philosophy, programming or staff practice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movement in Korea
did not begin as an academic exercise grounded in theory and research. So, It is needed to circle back
and focus energy on identifying meaning and strategie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o make it not just
a buzzword but a powerful public idea.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strategie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And key issues to become a powerful public idea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larify the message, 2) counter negative public perceptions of youth and of the
core youth development messages, 3) build vocal constituencies, 4) connect to popular issues, institutions,
and strategies, 5) strengthen and interpret the evidence base, 6) encourage monitoring and assessment, 7)
define the full range of roles and actors, 8) strengthen and link public and private support systems for
youth, 9)build sustainable local and regional infrastructures for funding, planning, training, advocacy, and
network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issu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evention model, competency development,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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