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리포트

2018 Vol. 03
발행일 2018년 12월 19일
발행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2018년도 | 제3호 |

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과 정책대응
집필진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팀장)
조예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장선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Ⅱ.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 개념과 측정

2

Ⅲ.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과 정책영역

4

Ⅳ. 청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6

<부록> 국내·외의 청년 관련 정책

7

참고문헌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6

1

REPORT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전체 실업률은 3.9%, 여성의 전체실업률은 3.7%인 것에 반해, 20대 남성의 실업률은

10.4%, 20대 여성의 실업률은 8.6%로 20대 청년들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음. 김지경, 이윤주(2018)에 의하면 20대 청년의 7%가 심한 우울증, 8.6%가 심한 불안증, 그리고 22.9%가
지난 6개월 이내에 자살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인철 외(2019)의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층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행복도가 낮은 연령집단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을 초래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방해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의 정책접근이 필요

따라서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해 통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OECD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OECD, 2018).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역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삶의 질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임. 주요 영역은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안전과 보장, 시민참여 등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청년접근이 경제적 기회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하여, 삶의 질 접근은 인간 삶의 중요 영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종합적인 정책접근을 위한 개념틀로 활용될 수 있음

이 연구는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기본적 내용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청년 삶의 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포용 전략으로서의 청년정책 설계가 필요

Ⅱ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 개념과 측정

청년의 삶의 질 개념과 프레임워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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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2017)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는 개인의 삶의 질과 물질적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의 삶의 질은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적 수준, 개인적
안정, 주관적 안녕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 상황은 소득과 부, 직업과 보상, 주거 등으로 구성
•• 청년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발간하는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2017)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경제, 교육, 건강, 안전과 보장, 시민참여,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성, 성평등으로 청년에 특화된 영역으로 설정

현재의 삶의 질

경제적
기회

(전체 인구 평균과 대상별 차이)

개인 삶의 질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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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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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수준
개인적 안정
주관적 안녕감

소득과 부
직업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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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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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2017).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그림 1 개인 삶의 질의 주요 영역

그림 2 청년 삶의 질의 주요 영역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의 삶의 질
•• IYF(2017)의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ICT 접근성, 안전, 성평등 면에서는

좋은 편이었으나, 건강과 교육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CT 접근성은 높은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성평등은 1%미만의 여성 청소년 혼인율과
96%의 청년이 여성과 남성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안전과 보장에서도 낮은 대인 폭력 비율, 낮은 도로 사망률 등이 영향을 미침
•• 반면 안 좋은 결과를 보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육영역은 개인이 보인 우수한 교육성취 및 높은 상급학교 졸업률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부 공교육 지출 수준과
낮은 교육 만족수준이 안 좋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건강영역은 높은 흡연율과 높은 스트레스 비율이 영향을 미쳤음
•• 이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좋은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청년이 25%에 불과하였음
- 객관적으로 낮은 폭력 지표에도 불구하고 43%의 청년이 직장과 학교에서의 폭력, 괴롭힘 등을 걱정하고 있었음
- 정부가 청년의 욕구와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15%에 불과하였음
•• 종합하자면 한국 청년들은 객관적인 지표들은 우수하나 일상에서의 만족이 낮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은 편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나 만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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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삶의 질 지표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
 째, 객관적 실태 파악 및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필요. 정부가 청년들의 욕구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증거기반의 청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삶의 질 전체 영역)
-둘
 째, 청년의 발언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청년은 조직의 위계구조 하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의 발언이 존중되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일상 속에서 이들의 발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시민참여, 성평등 영역)
-셋
 째,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사회적 대처 필요.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진학, 진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대인생활 및 조직생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다차원적인 고려
필요(건강, 안전과 보장 영역)
-넷
 째, 계층이동 가능성의 증진 필요.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경제적 기회, 교육 영역)

Ⅲ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과 정책영역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정책대상
•• 여기서는 OECD의 프레임워크와 IYF의 프레임워크를 종합한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
••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안전과 보장,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주거, 성평등, 주관적 안녕감

영역으로 구성
•• 정책대상은 연령별 정책대상으로 19~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 특수욕구별 정책대상은 일반 청년

이외에 학교 밖과 비진학 청년, NEETs(취업, 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의 청년으로 구분
••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정책대상을 종합하면, 각각의 연령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특수욕구별 정책대상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
표1

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정책대상

정책대상
연령별 정책대상
특수욕구별 정책대상
19~24세
25~29세
30~34세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 청년
NEETs
경제적 기회
삶
의
질
의
주
요
영
역

교육
건강

YG, SS,
취성패
YG, SS,
취성패
SS
(정신건강)

SS, 취성패

SS, 취성패

SS, 취성패

SS, 취성패

SS
(정신건강)

SS
(정신건강)

서울시
청년수당,
취성패

서울시
청년수당,
취성패

YG, SS,
취성패
YG, SS,
취성패

안전과 보장
소득과 보상

서울시
청년수당,
취성패

서울시
청년수당,
취성패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주거
성평등
주관적 안녕감

* 주: 표의 ‘YG’는 유럽연합의 Youth Guarantee, ‘SS’는 일본의 Support Station, ‘취성패’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형 청년보장의 청년수당을 의미함.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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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주요한 청년정책 분석
•• 국내·외의 청년대상 정책들은 소득지원, 교육 및 훈련지원, 훈련지원 프로그램 등이 존재
-유
 럽의 청년보장제도는 200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로 EU 국가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청년 NEETs(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선 강력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European Commission, 2016). 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실직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떠난 지 4개월 이내의 25세 이하의 모든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 지속적인
교육, 도제,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NEETs의 비중 축소를 목적으로 함. 1980년대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이 시행
-일
 본의 청년지원제도는 일본정부(후생노동성)가 15~39세의 청년 NEETs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직업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support station) 운영.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도도부현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73개소 운영 중(한승희 외, 2017). 적성검사,
심리상담부터 커뮤니케이션훈련, 직무교육, 직장체험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및
상담 등도 실시
-우
 리나라의 청년 관련 제도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제도는 취업지원과 수당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지원은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와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등이 주요한
사업임
-서
 울특별시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존재상태를 고려하여 설자리(활동), 일자리(일), 살자리(주거, 부채), 놀자리(공간)를
패키지로 재구성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이 중 청년수당은 특정 자격에 의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 제공
•• 삶의 질 프레임워크를 통해 청년정책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유
 럽의 청년보장제도는 연령별로 19~24세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수욕구별 정책대상에서는 NEETs를 지원하고
있음(표1의 YG)
- 일본의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연령별로 15~30세까지의 청년에 대해 심리상담, 직무교육, 직장체험 등을 지원(표1의 SS)
- 한국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18~69세를 지원하지만 위기청소년은 15~24세로 정하여 지원하고,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표1의 취성패)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까지의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넘은 사람으로 미취업자 중 특정한 소득기준 미만인
사람을 지원(표2의 서울시 청년수당)
- 주요한 청년지원정책은 경제적 기회, 취업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특수한 욕구를 가진 NEETs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필요
- 19~24세에 대한 정책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선별적으로 설계된 제도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 유럽의 청년보장제도)
-삶
 의 질 영역별로는 안전,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주거, 성평등에 대해 청년에 특화된 정책 개발 필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대
 상별로는 가정 밖, 학교 밖, 대학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 취약함. 이들 대상들은 삶의 질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들을 학술적·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청년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기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은 다른 삶의 질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5

REPORT

•• 청년 삶의 질의 현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증거기반의 정책을 통해 각 영역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
- 삶의 질의 측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이며, 다른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연령대상별, 특수욕구별 삶의 질 측정은 각 대상별 욕구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 청년정책의 프레임워크 설계는 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도움

Ⅳ

청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 현재는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추후 청년실태조사

등의 도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수준 파악이 필요
•• 유럽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와 같은 방식은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교육

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보장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청년정책이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정책 대응이

필요. 대응 방안은 다음의 표3의 예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2

청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예시)

청년 삶의 질의 현황과 대안
현황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직의 어려움

교육

•공교육예산 부족
•공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사교육비용의 증가

•실무교육 강화
•등록금 대출 등 감소 정책 마련

건강

•건강 검진 기회의 부족
•정신 건강의 위기 증가
•신체 건강의 위기 증가

•청년 건강검진제도 개선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마련
•건강보험에서의 저소득 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마련

•여성의 안전감 하락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미비
•소득 격차의 증가
•자산격차의 심화

•여성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빈곤, 실업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소득재분배 정책 마련
•수당제도의 확대

•청년 발언권의 감소
•청년 정치참여 감소
•노동조합, 학생회 등 집합 행동의 감소

•청년 정치참여 기회 제공
•가정 밖, 학교 밖, 대학 비진학 청년에 대한 사회

경제적 기회

삶
의

안전과 보장

질
의

소득과 보상

주
요
영
역

시민참여

•비대면적 관계의 증가(온라인 활동 및

사회적 관계
주거
성평등
주관적 안녕감
6

대안
•괜찮은 일자리 제공
•구직과정의 형평성 강화
•경력개발 지원

소셜미디어 활동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
•사회적 고립감 증가
•불안정 주거 확대
•1인 주거의 확대
•교육 수준의 성평등 증대
•취업 시장에서의 성평등 증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
•20~30대의 행복감 감소

참여 방안 마련
•고립 청년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1인 주거의 최저기준선 마련
•청년 남성의 어려움과 청년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각각의 실태파악 및 정책적 대응
•행복감 감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정책대응
www.nyp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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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청
 년 삶의 질 실태 파악. 청년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기능 강화. 청년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하여 지속적인 분석 및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청
 년의 심리·사회적 문제 대응.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 혹은 기능재편.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고용문제는 청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기존의 청년 심리·사회적 문제를 담당하였던 청소년 담당 기관들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편
-청
 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파악(맵핑) 및 종합적 정보 제공.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 대상
서비스들을 총괄하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청년 대상 서비스의 홍보 및 아웃리치 강화. 특히
특수 욕구를 가진 대상들을 위한 아웃리치 전문요원 양성 필요
-청
 년 삶의 질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청년 문제의 단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청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청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필요
-청
 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청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한 청년 삶의 질 지표(indicator)를 구성하여 청년 옹호 활동을 병행해야 함
•• 청년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을 포괄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청년 대상 정책은 사회적 포용의 핵심적 과업으로 적극적
대응 필요

부록 국내·외의 청년 관련 정책
(1)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청년보장제도
•• (도입배경) 200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로 EU 국가의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청년 NEETs(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선 강력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European Commission, 2016)
•• (도입목적) 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실직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떠난 지 4개월 이내의 25세 이하1)의

모든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 지속적인 교육, 도제,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NEETs의 비중 축소를 목적으로 함
•• (도입시기) 2013년 4월 유럽연합 이사회의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 국가들의 개선된 통합 정책들 중

‘상위 정책’으로 만들어짐
- 1980년대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청년 고용 프로그램이 시행
••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이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회원국별 현황과 정책 환경에 맞춰 추진되며, 권고안에서는

각 회원국의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2)(Council Recommendation, 2013)
① 협력을 통한 제도 이행: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강화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민·관 협력 관계 구축, 청년의 적극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홍보 강조
② 조기 개입 활성화: 청년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홍보 전략을 통해 청년 실업에 조기 개입, 성공적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교육·훈련 과정을 끝까지 추적

1) 대상 연령은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청년보장정책으로 실시하는 개혁활동을 기준으로 회원국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음: (1) 빠르게 혁신조치를 실시한 국가: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2)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충한 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3) 상대적으로 제한된 개혁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European Commiss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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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지원 대책: 청년에게 특화된 창업 교육 및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교육 강화,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을 줄이고 임금·고용 보조금 제도 운영 및 취업훈련을 위한 외국 이주 지원, 고용서비스로부터
이탈한 청년의 재진입 대책 강화
•• (주요내용) 각 회원국별 청년보장제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유형의 계획들은 다음의 6가지로 제시 가능

표3

EU 회원국들의 일반적 유형의 계획

구

분

내

용

정보, 상담 및 지도

회원국들은 개인별 지원 제공 및 구직자의 욕구와 정부 개입의 최적화된 매칭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지도 활동을 강화

아웃리치 프로그램

많은 회원국들이 온라인 도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으나 가장
열악한 상황의 청년들을 위한 계획은 부족

학교-취업 전환기 지원

조기 학업 중단 학생들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재편입을 위한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촉진하고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 노력

훈련 및 취업 알선

여러 국가에서 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제도를 시행.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
에게 임금 보조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전문교육과정(VET) 및 도제 제도

많은 국가에서 이중 학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도제 제도를 재정비

청년 기업가

일부 국가들은 청년보장 시행계획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청년 기업가 양성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출처: Mascherini, M. (2017). NEETs Europe: characteristics, costs, policies.

In formal or continued
education or in
employment

Youth
Guarantee

Unemployed or
who have left
formal education

Young People
under 25
Registration with
Youth Guarantee
Provider

Stage 1: YG
preparatory
phase

Stage 1a: In Youth Guarantee Service

Information Service, Individual Case-Management Services
Training and Mentoring Services
(e.g. soft skills & related activities)

Unknown
destination

Stage 1b: Receive Youth Guarantee offer
Non-take up
Stage 2: In Youth Guarantee offers

Follow-up

Non-Subsidised Offer

Subsidised offer

Employment
Continued education
Apprenticeship
Traineeship

Employment
Continued education
Apprenticeship
Traineeship

Completion
of YG offer

Dropout/ noncompletion
Inactive
Unemployed
Employed
Further Education

Re-start
process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7). Indicator Framework for Monitoring the Youth Guarantee.

그림 3 유럽 청년보장제도의 진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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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 국가들에서는 청년 NEETs를 발굴하고 정책에 끌어들이기 위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3)
•• (재정지원) 청년보장제도 이행을 위한 EU 재정 지원은 ESF(European Social Fund),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를 통해 이루어지며 2014~2020년까지 청년 고용 및 노동 시장 통합 조치에 151억 유로 지원 예정. 또한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로부터 교육 인프라에 62.4억 유로의 투자가 계획됨
•• (서비스 제공) 유럽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에 우선순위를 두고 청년들에게 맞춤식 서비스 제공 역량

구축 및 ILO 위원회와 공동으로 양질의 도제 제도 개발을 위해 기술 지원 제공
•• (모니터링) 청년보장제도 시행 및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체계 개발

표4

EU 국가들의 청년보장제도 특징: 5개국을 중심으로

국가명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청년보장 시행계획
(YGIP) 발표

2014.3

2014.4

2013.12

2013.12

2014.5

정책대상

25세 미만

30세 미만

30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30세 미만 최근
대졸자

서비스 제공 시한

3개월

4개월 미만
(목표 집단과
서비스에 따라 상이)

4개월

4개월

3개월

주무부처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Ministry of
Employment

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General
Delegation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등록 기관

제도 현황

PES

PES

YG on line platform
PES One-StopPES, regions,
PES Local mission
Shops(youth
Chambers, Youth
centres)
Organizations

- 많은

도제 과정에 - VET(Vocational - ‘국가청년보장
기반한 교육 보
Education and
제도 이행 기반
장(Ausbildung
Training) 개혁을
수립을 위한
sgarantie)
통해 더 많은
법률’(Royal
청년이 참여할 수
Decree-Law
있도록 교육 보장
8/2014)4)제정
- 도제 제도 개혁

- ‘평생학습 및
- 2015년부터
직업훈련에 관한 35개 지자체에
새로운 법률’5)
원스톱 가이던스
제정
센터 구축: 30세
- 조기 학교 중퇴를 이하의 청년들에게
교육과 고용 지원
막기 위한 예방
뿐만 아니라 개인
증진 및 자격
조언과 지도,
취득 조치 실시
인생 관리, 직업
계획 등 제공

* 출처: 채창균 외 (2017); 라기태 (2016); 온라인 자료 발췌·재구성(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
(2018.09.20. 검색).
3) 불가리아의 청년중재자(Youth Mediators), 폴란드의 봉사노동단(Voluntary Labour Corps), 아일랜드의 거리 상담사(Street Counsellors) 등이 존재(채창균 외, 2017)
4) 청년보장제도 등록 절차와 급여 수혜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청년보장제도에 등록된 청년에게는 무기한 비임금고용보조금(non-wage recruitment subsidies)과
훈련 기회를 보장(라기태, 2016)
5) 기술 수준이 낮은 청년에게 도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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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의 청년보장제도
•• (목적) 실직하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떠난지 4개월 이내의 16~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2008년 16+ 학습선택권(16+ Learning Choices)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나은 학습,

훈련을 통해 취업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Opportunities for All)을 통해 16~19세의 NEETs 청소년들이 교육, 훈련,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
-뿐
 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 흑인 및 소수 민족 청년, 청년 장애인 등
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과 지도 실시
-2
 010년부터 스코틀랜드 공공정책센터(Centre for Scottish Public Policy)의 Adopt an Intern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하여 경력 향상 인턴십 제공
- 기금을 통해 스코틀랜드 투자 은행에서 18세 이상의 창업 청년 대출을 지원
•• (허브센터 구축) 16+ data Hub 구축을 통해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고용연금국(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등이 NEETs 청소년을 추적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
•• (협력 체계) 국가와 지방정부, 광범위한 교육 분야 등의 협력을 정책 성공의 열쇠로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 국가

자문 기구 및 정책위원회 등이 참여
Roles and Responsibilities
National Advisory
Group

Programme Board
Provides coordination, support and scrutiny
The Board holds change themes to account for progress against plans,
and will test that interactions between the change themes are fully exploited.

Programme Team
Accountability, Planning, Coordination, Performance
(Michael Cross-Director: Jon Gray-Programme Manager: Danielle HennessyProgramme Team Leader)

Formal expression of the guiding
coalition. Politikal and senior
stakeholder leadership.
Promotes the vision
Critical friend, intelligence gathering
and focus for key messages

Communication Strategy
Targeted stakeholder
engagement
Wider public awareness
campaign

Change Theme 1

Change Theme 2

Change Theme 3

Change Theme 4

Schools

School-College

College

Apprenticeships

Employers

A school curriculum that is
industy focussed and
influenced

Clearer vocational pathways,
starting in the senior phase
which lead to industry
recognised qualifications

A college system fully
focussed on
employability and
responding to
industry's skills need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Apprenticeship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o achieve
qualifications up to and
including
degree level while in work

A network of employer hubs
supporting partnership
with schools, wider range
of apprenticeship and
investment in young people

Lead: Rona Sweeney
(Employability, skills &
Lifelong Learning
Directorate)

Lead: Hugh McAloon
(Employabillity Skills &
Lifelong Leaming Directorate)

Lead: Graeme Logan
(School Years Directorate,
Education Scotland)

Lead: Alan Johnston
(Learning Directorate)

Lead: Melamle Weldon
(Employability, Skills &
Lifelong Learning
Directorate)

Change Theme 5

Cross-cutting issue
Equality
(Led by Scottish Government)

* 출처: Scottish Government (2014).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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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청년지원제도
•• (목적) 일본정부(후생노동성)가 15~39세의 청년 NEETs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직업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support station) 운영
(주체)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일본정부인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NPO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주요내용) 청년의 사회참여능력 개발을 중시함에 따라 지역적,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NPO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식 공유와 참여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과 연계를 사업방침으로
제시(장지은 외, 2010)
-전
 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도도부현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73개소
운영중(한승희 외, 2017)
- 적성검사, 심리상담부터 커뮤니케이션훈련, 직무교육, 직장체험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미나 및 상담 등도 실시

표5

일본의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

항목
목표
대상

내용
청년 NEETs 등에게 적절한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직업생활의 자립 지원
- 취업 의향이 있으나 기술부족,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15~39세까지의 청년
- 당초 15~34세에서 청년 무직자의 고령화와 무직상태의 장기화 경향을 고려하여 2009년
부터 39세로 상향 조정

시작년도
주요활동내용

실행기관 및 형태

2006년
-

진로상담사, 심리학자의 상담과 개별 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에 의한 3~4주간 현장실습
의사소통, IT, 면접 또는 업무 기초기능에 대한 장기 심화훈련
1~6개월간의 합숙훈련
스텝업(Step-Up) 프로그램

- 실
 행기관은 매년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청년지원실적이나 노하우가 있는 NPO 또는 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
- 지자체는 사업추진 의향이 있는 단체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추천 단체를 결정,
후생노동성에 추천

* 출처: 한승희 외 (2017); Carcillo, S. & königs, S. (2017) 재정리

인간자원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

지역의 청년
지원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청년

학교 혹은
교육기관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보험·복지기관

* 출처: 厚生労働省 (2012); 진미석 외 (2012) 재인용

그림 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헬로우 워크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기관

진로결정

일본의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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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정책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Ⅰ, Ⅱ)’
••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Ⅰ’과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n.d.)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로 명칭이 변경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표6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구분

취업성공패키지(Ⅰ)

취업성공패키지(Ⅱ)
- 만 18~69세 이하

사업
대상

- 만 18~69세,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NEETs,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으나 수급 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

기간

개인 취업 역량 등 진단 결과에 따라 통상 1년 기간 내 지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수행
기관

고용센터

(취업 지원)
- 1단계(진단, 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2단계(의욕, 능력 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3단계(집중 취업 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위한 실질적 취업 알선 실시

제공
서비스
종류

(수당 지원)
- 1단계(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한 자에 대해 최대 25만원 지급
* 취성패Ⅱ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2단계(참여수당):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
*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지급, 최대 284,000원 지급
- 3단계(청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중인 청년층(만34세 이하)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Ⅰ’지원자가 1단계 이행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취업한 경우 수당 지금
* 같은 직장 3개월 근무 30만원, 6개월 근무 40만원, 12개월 근무 시 80만원 지급, 최대 150만원 지급
- 2009년 1만 명 지원목표 → 2015년 36만 명 지원 목표(36배 증가)
- 예산 104억 원→ 3,135억 원으로 약 32.5배 증가

현황

- 참여인원 6년 만에 약 32.4배 증가(고용노동부, 2017)
- 2016년에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신설
- 2016년, 청년층 참여자 목표(15만명) 대비 128% 참여(약 19만2천명)

* 출처: 고용노동부 (2017);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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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 서울특별시는 청년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0 서울형

청년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존재상태를 고려하여 설자리(활동), 일자리(일), 살자리(주거, 부채), 놀자리(공간)를

패키지로 재구성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 경기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인큐베이팅, 두런두런, 청년 가게 등

4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전북 전주시는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전주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2018. 8. 31.)’*,「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임
* 세부과제 ‘3-2. 미취업 청년수당 청년쉼표 프로젝트’

••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청년 대상의 단순한 취업상담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 대상의 심리검사, 집단상담, 활동수당 제공, 청년 캠프 운영, 사업 참여 후의 에세이 수기 작성
및 사후관리 실시 등 포괄적·체계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또한, 2017년 1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매우만족’, 44%가

‘만족’으로 응답하여 청년의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전후의 정신건광과 심리
특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3.8%)’, ‘우울(7.9%)’, ‘불안(6.4%)’, ‘취업소진(3.6%)’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중앙일보, 2018. 5. 3.)
표7

구분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정책 사례 개요 : 서울특별시,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

서울특별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만 19~29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및 졸업예정
(유예)자 3,000명 이내

사업
대상

(청년뉴딜일자리: 일터기반학습)
만19~34세 서울거주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5년간 15,500명 지원)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서울 거주 만 19~39세 대학생, 사회
초년생(구직자), 직장인(청년주거
빈곤층 대상 ’18년까지 4,440호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18~34세
서울거주 청년,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부모소득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5년간 3,000명 지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기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북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성남시 거주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100명)*

전주시 소재 미취업 청년층(만 18세
~34세) 및 기준중위소득 100%
해당하는 50명(상·하반기 총 100명)

* 성 남형 청년 인큐베이팅(30명),
청년 두런두런 취업 분야(44명), 창업
분야(10명), 청년가게 및 청년예술
창작소(미정)

* 2018년 100명을 기준으로 2022년
까지 매년 100명씩 사업대상 규모
확대 예정(2022년 500명 목표)
※ 제외대상
- 재학생(휴학생 포함)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취업자로 정기 소득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
- 가 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청년
-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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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서울특별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Seoul Youth Guarantee)’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활동계획
실행 시 최대 5개월

경기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개월~3년 간

(청년뉴딜일자리: 일터기반학습) 최대
23개월 이내

전북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쉼표 프로젝트) 해당연도 8월
~해당연도 12월
(청년활동수당) 3개월(해당연도 10월
~12월)

서울특별시, 사업유관기관 등

경기 성남시, 해당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18. 12월 개소)

전북 전주시(일자치청년정책과, 구청
및 주민센터), 전주시 청년 희망단,
전주심리상담센터,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전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구직 및
사회참여 활동계획서 제출 및 선정
→ 서울시와 청년 활동약정 체결
→ 활 동계획이행→월별 활동공유
및 비용 지급(월 50만원 이내)

- 참
 여 신청한 사업장에 청년 인력
배치하여 업무경험 쌓도록 한 뒤
다른 민간 기업에 취업연계 및

(청년활동수당) 클린카드(청년쉼표
카드)를 통해 3개월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 지급

추진
체계

(청년뉴딜일자리: 일터기반학습)
일 경험 기간 동안 인건비 지원(시급
제공 5,900원~6,500원 구간, 4대 보험
서비스 포함), 일터기반학습 프로그램 및
종류 후속 연계

창업지원
- 해
 당 사업장 청년 1인 인건비(연
1,125만~2,400만원, 직무교육비
(연200만~300만원), 창업공간
리모델링비 등 지원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개인별
임상심리검사(11종) 및 집단 상담
지원, 청년희망 캠프 개최 및 청년들의
경험을 담은 청년쉼표 에세이 발간,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여 청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사후관리 실시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셰어형 기숙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 학 생 희 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자치구 청년맞춤형 공공주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하는
금액의 50~100% 매칭 지원
- 청년수당 지원확대(3,000명
→ 5,000명) 등 사업효과성 제고*로
전국 확산(경기도 등 8개 지자체)
도모

현황

 여자 활동비(학원수강, 스터디,
*참
면접준비 등)지원, 활력프로그램
다양화 등
- 청년 1인 주거 공급 확대
(20,350호)
-청
 년 뉴딜일자리 확대(5,500명)
및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47억 원)
추진

- 사
 업예산: 총 17억 원(국도비 9억
5,000여만 원, 시비 7억 5,000만원
투입)
- 성
 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장 18곳 확정, 청년 30명
모집(’18. 8. 20)
- 청
 년두런두런취업 및 창업분야:
9월 중순 청년 모집
- 청
 년가게 및 청년예술창작소:
’18. 12말 이후 추진

- ’17년부터 1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18년 10월 현재 3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음
* 전 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18. 8. 31.)’의 세부추진과
제(3-2, 미취업 청년수당 청년
쉼표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
- 1
 기 참여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가 100%로
나타나는 등 전주시 청년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출처: 서울특별시 (2017; 2018), 성남시 (2018), 전주시 (2018a; 2018b)를 종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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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희망플랜’

-희
 망플랜은 NEETs문제의 예방과 탈출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획 및 추진·운영하고 있음
-국
 내 NEETs 청년이 경험하는 개인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 협력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박미희 외, 2018)

표8

희망플랜 사업 개요

구분

희망플랜

사업대상

14~24세 아동·청소년

기간

-

주관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행기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1개 종합사회복지관)
(14~19세의 청소년 대상): NEETs 예방에 중점
* 교육지원, 직업지원, 코칭, 비전스쿨, 비전캠프, 사례관리 등 제공

제공서비스
종류

(20~24세의 청년 대상): NEETs 탈출에 주력
* 경제 활동 및 참여 활동 지원, 창업 지원, 코칭 제공, 사례관리 실시
* 청년이 속한 가족에게 가족기능강화 및 부모코칭 제공
내 20세 이상 마을활동가 발굴 및 조직, 지역문제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내 자원 발굴
* 지역

및 연계활동 지원

현황

- 2017년 6월 기준으로 11개 지역의 14~24세 청년 1,147명 대상으로 사업 진행

* 출처: 박미희 외 (2018); 희망플랜 홈페이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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