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순회 청년문제 종합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

일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6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원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주관 | 연세대 새벽이슬, 영남대 시사포럼ING, 전주대 사

회복지학과 학생회

후원 | 영남일보, 전북CBS

� � 2014. 12. 22

목차

발제1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주거 / 임경지 03

발제2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생활권 / 이태형 19

발제3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노동 / 김민수 27

토론1 청년 주거문제는 금융, 결혼, 출산을 결정한다 / 장경태 33

토론2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 문정은 38

토론3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문제 대안 / 정현호 41

토론4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방향 / 조성주 51

토론5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활동 / 신용한 5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21세기 청년론 3

발제� 1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팀장�

Ⅰ. 현실 인식

1.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실태

1)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

청년가구는 다른 연령층의 가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청년가구의 대부분 

학업 혹은 취직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가구이다<표1>. 따라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하면서 미혼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매

우 높다. 전국 청년 1인 가구수는 119만 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28.7%를 차지하

고 있다. 이는 전체 청년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43.3%)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 

가구는 1인 가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 � 2014. 12. 24

구분 빈도 비율

학업, 취업을 위한 상경 90 51.1

출퇴근 문제 30 17.0

독립의지 51 29.0

집안의 경제적 사정 3 1.7

기타 2 1.1

합계 176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연도 2000년 2010년 2012년

분류 연간임금 평균근무기간 연간임금 평균근무기간 연간임금 평균근무기간

20~24세 11,657,593 1.7 18,505,663 1.3 21,160,414 1.2

25~29세 15,764,407 2.9 25,220,543 2.4 27,611,125 2.3

30~34세 20,688,547 4.8 32,250,584 4.4 34,160,666 4.2

계 16,676,427 27,488,212 29,788,39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해당 연도.

<표1>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유 (단위 : 명, %)

청년 가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에 비해 주거안

정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에코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 20대 초반 고용률은 43%에 머물고 있

고(2013년), 대졸 취업자의 평균 취업 연령은 28.6세에 이르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에 의한 고용안정성의 약화, 저임금 노동의 증가로 인해 청년세대

는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표2> 청년층의 임금 실태 (단위 : 원, 년)

<표2>에서 보이듯이 청년층의 평균 근무기간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고용 안

전성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평균임금은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80% 가까이 상승하였지만,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층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단적으로 소득 대비 전세가를 비교하면, 2000년에 

서울 전체 가구의 전세 가격 평균은 4천 271만원으로 당시 초봉의 244.6%이다. 하

지만 2010년 전세 가격의 평균은 1억 1,378만원으로 2010년 초봉의 325%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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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자가 전세 월세

20~24세 7.6 38.8  50.2 6.7 25.1  64.6  5.6 17.0  74.8  

25~29세 17.2  53.2 25.3 16.1  38.5 40.3 14.5  33.3 47.8 

30~34세 31.1 48.9  16.2  32.3 39.0  24.4  29.6 37.9  28.3  

전체 54.4  28.2 14.5 55.8  22.4 18.7 54.3  21.8 21.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있다. 

따라서 청년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자가 비율이 매우 높고, 임차 비율이 매우 높

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문제는 월세비율이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이 임차형태 중 상대적

으로 안정적인 전세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주거 상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3> 청년가구의 점유형태 (단위 : 원, 년)

2) 청년가구의 주거 실태

청년가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다. 청년층의 사

회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직업을 가지지 못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비율이 높은 

20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과 슈바베 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난다<표4>1). 따라서 청년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거주지 선택 시 거주비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표5>.

1) RIR(Rent to Income Ratio)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을, Schwabe지수는 가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

율을 나타낸다. 두 지수 모두 일반적으로 25%가 초과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 � 2014. 12. 26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358 41.1

주거면적 및 방수 56 6.4

부엌, 화장실, 욕실의 시설 및 단독 사용 여부 88 10.1

지하 옥탑이 아닌 지상층 37 4.2

소음 8 0.9

통풍 및 채광 60 6.9

치안,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186 21.4

교통 67 7.7

기타 11 1.3

합계 871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구분 가구수

절대액 비율

소득 지출 주거비 보증금제외 보증금포함

전체

소득

가처분

소득

전체

지출

소비

지출

보증금

제외

보증금

포함
RIR Schwabe RIR Schwabe

1분위 52,668 21.9 870 795 1,248 1,173 255 444 32.1 21.8 55.8 37.8 

2분위 90,261 37.4 1,906 1,675 1,594 1,363 175 371 10.4 12.8 22.1 27.2 

3분위 71,792 29.8 3,160 2,680 2,431 1,951 246 475 9.2 12.6 17.7 24.4 

4분위 18,211 7.6 4,485 3,764 3,972 3,252 317 602 8.4 9.8 16.0 18.5 

5분위 8,104 3.4 6,331 5,212 4,342 3,223 265 522 5.1 8.2 10.0 16.2 

전체 241,036 100.0 2,397 2,059 2,040 1,702 227 440 11.6 14.1 17.6 21.4 

<표4> 20대 청년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주거비 (단위 : 원, 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표5> 거주지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 (단위 : 명, %)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가구는 1인 가구와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지를 선호함에 따라서 자연스

럽게 소형 주택이나 주택환경이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청년가구의 많은 수가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및 다수의 

원룸형 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이외의 

거처의 절반 이상도 청년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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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일반가구 17,339,422 384,415 917,813 1,442,504

주택_계 16,985,480 346,555 845,884 1,383,610

주택_단독주택2) 6,859,694 267,703 451,660 429,012

주택_아파트 8,169,349 49,411 291,105 784,548

주택_연립주택 502,488 3,740 17,558 33,492

주택_다세대주택 1,241,590 19,481 73,373 123,703

주택_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212,359 6,220 12,188 12,855

주택이외 거처_계 353,942 37,860 71,929 58,894

주택이외 거처_오피스텔 224,884 21,809 51,930 46,894

주택이외 거처_호텔 ·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14,255 403 755 807

주택이외 거처_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11,943 1,429 1,956 1368

주택이외 거처_판잣집비닐하우스 16,475 74 252 400

주택이외 거처_기타 86,385 14,145 17,036 9,42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6> 청년가구의 주택형태 

이와 같이 주거비 부담이 청년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가구

의 주거환경은 다른 연령대의 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

향성은 대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주거빈곤율3)의 경우 서울 청년가구는 22.9%로 약 53만 가구가 주거빈곤상태이며, 1

인 청년가구의 비율은 더욱 높아서 36.3%(1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표7>. 즉, 혼자 

사는 서울 청년 3명 중 한 명은 주거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 여기에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이 함께 포함된다.

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지하 및 옥탑방,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민달팽이 유니온, 2013)

� � 2014. 12. 28

구분
전국 서울

전체 청년 1인 청년가구 전체 청년 1인 청년가구

전체 인구 46,070,318  100.0 9,457,826  100.0 1,189,820  100.0 9,344,608  100.0 2,294,494  100.0 340,817 100.0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계 4,997,913  10.8 1,117,629  11.8 183,310 15.4 1,367,777  14.6 372,747 16.2 64,057 18.8 

시설

미달
1,654,927  3.6 235,514 2.5 63,166 5.3 197,176 2.1 51,618 2.2 22,029 6.5 

면적

미달
3,589,015 7.8 935,434 9.9 138,619 11.7 1,239,930 13.3 340,357 14.8 50,396 14.8 

방수

미달
526,227 1.1 112,280 1.2 0 0.0 130,121 1.4 26,660 1.2 0 0.0 

최저

주거

미달

이거나

지하·

옥탑

전체 5,790,514  12.6 1,319,442  14.0 239,600 20.1 1,812,022  19.4 494,631 21.6 100,947 29.6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207,442 0.5 68,478 0.7 41,711 3.5 59,585 0.6 29,238 1.3 22,644 6.6 

주거빈곤 5,997,956  13.1 1,387,920  14.7 281,311 23.6 1,871,607  20.0 523,869 22.9 123,591 36.3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10. 

<표7> 청년가구의 주택형태 (단위 : 명, %)

위 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하여 겪는 어려움은 결혼과 같은 청

년세대의 미래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청년들의 미혼 비율

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혹은 문화적 현

상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이에 따른 주거에 대한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표8> 연령대별 결혼계획 유무 (단위 : 명, %)

구분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계획있음 61 67.0 244 57.8 128 49.4 28 45.9 461 55.3

결혼계획없음 30 33.0 178 42.2 131 50.6 33 54.1 372 44.7

전체 91 100.0 422 100.0 259 100.0 61 100.0 833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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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신주의자

학업을 

마치지 못함

안정된 

직장이 없음

주거비 등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없음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6~19세 4 10.3 19 48.7 4 10.3 3 7.7 7 17.9 2 5.1 39 100.0

20~24세 27 9.4 116 40.4 50 17.4 30 10.5 59 20.6 5 1.7 287 100.0

25~29세 23 11.7 43 21.8 43 21.8 34 17.3 47 23.9 7 3.6 197 100.0

30~34세 10 25.0 3 7.5 3 7.5 6 15.0 16 40.0 2 5.0 40 100.0

전체 64 11.4 181 32.1 100 17.8 73 13.0 129 22.9 16 2.8 563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표9> 연령대별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

<그림1> 국가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197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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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1인가구 저소득 1인가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가 8,396 7.3 12,469 5.4 1,335 0.8 905 0.7 

전세 64,133 55.7 94,199 41.0 27,521 15.6 10,547 8.0 

월세 39,762 34.5 120,232 52.3 144,547 81.7 118,706 89.8 

기타 2,859 2.5 2,798 1.2 3,519 1.9 1,959 1.5 

합계 115,149 100.0 229,699 100.0 176,921 100.0 132,116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주 : 월세에는�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포함.

2.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변화

2000년대 이후, 청년들의 자가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월세에

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변환하는 비율 역시 주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미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주거상향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전과 같인 꾸준한 자산 축적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대부분은 전세, 월세와 같은 임차인 신분에 머물고 있으며, 소득이 

작고 가구 규모가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우의 경우 월세 비중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안정성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0> 서울 청년가구 유형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가구, %)

청년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은 자가 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크

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

회에 진출하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들의 40% 이상이 자가 소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1>.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소유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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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대

전체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매우 그렇다 10 10.9 48 11.3 28 10.4 3 4.4 89 10.4

그렇다 34 37.0 113 26.5 61 22.7 18 26.5 226 26.4

보통이다 32 34.8 157 36.9 82 30.5 18 26.5 289 33.8

그렇지 않다 11 12.0 95 22.3 73 27.1 19 27.9 198 23.2

전혀 그렇지 않다 5 5.4 13 3.1 25 9.3 10 14.7 53 6.2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구분 동거 독립 전체

입주 의사 있음 247 62.4 362 79.4 609 71.5

입주 의사 없음 149 37.6 94 20.6 243 28.5

전체 396 100.0 456 100.0 852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구분　 빈도 비율

주거비 부담 감소 461 75.2

장기간 거주 37 6.0

주거의 질 향상 98 16.0

기타 17 2.8

전체 613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표11> 자가 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청년가구의 인식 (단위 : 명, %)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이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면, 지금의 청년들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살만한’ 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청년의 71.5%가 공공임대주

택에 살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12>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공공임대주책 입주 의사 (단위 : 명, %)

<표13>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유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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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비 부담의 감소’를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받는 주거비 부담이 현재 매우 크다는 것과, 이에 따라 거주 조건으

로 임대료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장기간 거주 

가능성과 함께 ‘안정적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에

게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로 볼 수 있다.

‘주거의 질 향상’을 선택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부분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는 현

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상대적

으로 청년들이 거주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전 계층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지하·옥탑, 고시원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상향 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문제점

 

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

다. 현재 공급량으로는 장기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 77만호, 기타 임대 23만호, 

2013년 말 기준)의 경우 101만호 정도인데, 이 정도의 공급량으로는 최전 빈곤층에 

대해 겨우 지원이 가능하다. 2012년 기준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821,879 

가구이며, 이를 제외한다면 일반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18만

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쉽게 꺽이는 것도 문제다. 가령, 지역 

주민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에 대해 반발 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이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청년들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반

대가 있을 때마다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회피하기 급급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구의동 공공기숙사와 목동 행복주택이다. 

구의동 공공기숙사는 2012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내놓은 유수지 활용 방안

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도심 여유 공간을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저렴하

게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이 기숙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626-1(자양 한양 아파트 

옆 유수지) 일원에 지상 20층, 700실 규모, 1400명을 대상으로 예산 380억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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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지역 주민의 강한 반

발이 일어나자 700실을 500실로 줄이는 등 합의점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착공도 못

한 채 사실상 취소 상태이다.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비롯해 경희대 기숙사는 지역 주민과 1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동대문구청은 기숙사 건립을 반려한 상태며 성북구의회는 고려대 기숙사 건

립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세대학교는 지역 임대업자들이 연일 기숙사 건립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노골적인 비난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 행복주택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목동 지역에 거주하는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

들은 300일이 넘게 농성 중에 있으며 현재 행복주택 건립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지 위에 건립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목동 비대위는 밝히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대답은 그것과 다르다. 지역 공인중개사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이라면서, “저소득층이 대거 몰리

면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행복주택은 7개 시범 지

구 중 단 2곳만 시행 중에 있다. 가장 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행복주택 가좌지구

인데 2016년에 공급될 예정이며 당초 계획된 목표 세대 수보다 상당 수 줄어든 상태

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림2> 행복주택 추진현황

자료: 헤럴드경제, 2014.5.20

이렇듯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새로 지을 여러 조건들이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가운데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입주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공

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거나, 지원하더라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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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서울

수 비율 수 비율

16∼20세 371 0.0 151 0.1 

20∼24세 4,532 0.5 554 0.3 

25∼29세 25,058 2.6 2,317 1.4 

30∼34세 86,568 9.1 7,242 4.3 

35∼39세 116,505 12.2 11,172 6.6 

40∼44세 112,942 11.9 13,987 8.3 

45∼49세 96,986 10.2 15,722 9.3 

50∼54세 94,069 9.9 19,082 11.3 

55∼59세 76,905 8.1 17,620 10.5 

60∼64세 72,014 7.6 20,666 12.3 

65∼69세 69,818 7.3 19,216 11.4 

70∼74세 75,736 8.0 17,463 10.4 

75∼79세 65,989 6.9 13,637 8.1 

80∼84세 38,533 4.0 6,474 3.8 

85세 이상 16,564 1.7 3,134 1.9 

　전체 952,590 100.0 168,438 10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임대주택거주자), 2012.

마 되지 않는다. 실제 2012년 청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은 전체 대비 6% 

정도이며, 20대 가구는 1.7%에 그치고 있다.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

도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표14> 가구주 연령대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 (단위 : 가구, %)

주거빈곤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는 영구/50년 임대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혹은 신혼부부와 같이 특정 

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거 지원이 가장 절실한 

취업 준비생 등 소득이 부족한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주거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의 구조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청년층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원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적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 주거지원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지게 

되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접촉을 저하 시키게 된다. 따라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

왔다 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어려운 청년들은 지원을 하지 않거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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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예 아니오 합계

공공임대주택 36 4.2 813 95.8 849 100.0

주거비보조 16 1.9 831 98.1 847 100.0

전세자금대출 70 8.2 780 91.8 850 100.0

주택구입자금 46 5.4 802 94.6 848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구분 빈도 비율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지원하지 않음 129 15.4

자격기준에 미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지 않음 275 26.0

지원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지 않음 49 3.6

알아봤으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155 11.8

해당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랐음 476 40.7

기타 24 2.4

전체 830 100.0

자료: 민달팽이유니온 설문조사(2014. 7)

기해 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15> 주거복지 프로그램 경험 여부 (단위 : 명, %)

<표16>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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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결 방향 및 정책 제안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권이 삶의 기본적인 권

리로서 인정받는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

에게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는 해결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중요성, 시의성, 가능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가 

제도 또는 정책에 접근 권한이 비교적 높은 국회, 정부, 정당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

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묻고자 한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비단 입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유럽의 주

요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10%를 훨씬 넘어서는 반면, 우리나라

의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5.8%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 소득과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민간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외

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 우위의 시장에 머물러 있게 된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자가 소유를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해왔고 재건축 연수도 줄어 건설 경기

를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이는 주택을 한 사람의 안

정적인 거주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대로 곧 집은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유자 중심의 주택 개념을 거주자 중심의 주택으로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는 약속한대로 지어져야 하

며 공급되는 주택은 지불가능한 주택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되는 주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

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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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는 약속한대로 지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1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 자가 주택 비율이 비슷한 영국(18%)·프랑스(17%)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잠정적 목표로 하고 있는 10%

대의 공급비율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주 공급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14만호

의 공급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에도 해당 예산의 5% 정도 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어, 목표한 공급량을 현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정부 및 관련부서에서는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해야 행복주택 공급에 기대를 가졌던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 또한 개

선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을 통해 정책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전

세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주거지

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등,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공공기숙사 공급·LH대학생 전세임대·서울시 희망하우징 등 대학생

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청년들, 특히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우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책대상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또한 지

자체 등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려 한다 해도 관련 법 규정이 명

확하지 않아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청년층이 주거지원이 절실한 ‘주거약자’임을 인정하고 

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법률’에 청년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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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청년 등 주거약

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수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

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

인

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청

년(신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따르면 청년들도 임대주택 입주에 있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표1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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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생활권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Ⅰ. 현실 인식

1. 청년 생활불안 문제 현실1)

1)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청년 생활문제는 높은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보면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층 중 연령대가 낮은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을 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볼 때 

이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표1>.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소득은 평

균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 소

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있다<표2>.  

1)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 : 2014 대학생 실태조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2013년 11월~12월 두 달 간 전국대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사회인식 및 청

년정책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본 목차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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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미만 10~19 20~29 30~39 40~49 50~99 100이상 무응답 합계

비율 0.5 1.2 10.2 20.3 16.1 22.8 12.7 15.7 100

구분 20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100미만 100이상 무응답 합계

비율 4.4 38.7 24.7 9.4 6.2 13.7 2.7 100

구분 외국어 관련비용 각종시험 준비비용 전공실무 관련비용 기업입사 준비비용

20만 원 미만 27.9 23.9 5.9 4.1

20 ~ 40만 원 미만 13.5 9.9 3.2 3.2

40 ~ 60만 원 미만 5.4 2.7 0.0 0.0

60 ~ 100만 원 미만 0.5 1.4 0.5 0.0

100만 원 이상 1.4 0.9 0.0 0.5

무응답 51.4 61.3 90.5 92.3

구분 5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무응답 합계

비율 28.6 19.0 28.6 23.8 100

<표1> 응답자의 월평균 생활비 (교육비와 주거비 제외) (단위 : 만 원, %) (n=865)

<표2> 응답자의 월평균 급여 (단위 : 원, %) (n=481)

2) 과도한 교육비 부담

과도한 교육비 부담도 여전하다. 전체 고교 졸업생 중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시점에서 사립대 기준 평균 1년 700만원(한 학기350만 원) 등록금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통계청, 2013). 문제는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이 대학 등

록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취업 준비비

용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표3>. 여기에 해외연수와 같은 스펙을 추

가한다면 그 비용은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진다<표4>. 

<표3> 응답자의 취업 준비기간 사교육 지출액・월 기준 (단위 : %) (n=222)

<표4> 응답자의 연수비용 (단위 : %) (n=42)

3) 청년 생활불안과 부채문제

청년들은 생활불안에 따라 가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출을 통해 교육비

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채문제도 심각한데, 전체 대학생 4명 중 1

명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평균 부채규모는 642만원이었다. 부채 규모는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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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0

미만

100~

200미만

200~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1000

미만

1000

이상

없음/

무응답
합계

비율 7.0 1.3 2.9 2.5 1.8 3.4 6.3 74.2 100

<표6> 대학생 학자금 대출현황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표5>. 학자금 대출은 대출액과 신청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6>. 비경제인구로 분류되는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이전에 빚쟁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표5> 응답자의 부채규모 (단위 : 만 원, %) (n=865)

그림 : 통계청, 2013.

2. 3포 시대를 넘어 5포시대로  

1) 사회전반의 문제로 이어지는 청년문제

요즘 청년세대를 흔히 3포 세대라고 부른다. 3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세

대를 뜻한다. 청년들의 취직 연령이 늦어지고, 그마저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출되는 

청년세대의 생활불안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취업과 주택구입까지 포기한 세대가 바로 5포세대이다. 오늘날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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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사회불안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여부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여기서 핵심은 저출산 시대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도에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에 진입한다<표7>. 이러한 문제는 신사회위험으로써 여러 선진국

에서 관찰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이 미비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의 저복지 문제

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인 것은 청년의 불안한 삶이 저출산과 고령

화의 위협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표7> 인구피라미드

그림 : 통계청 kosis 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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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을 위한 생활안전망의 미비 

1)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법적근거의 미비

우리사회에서 청년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명목상 

예상된 범위에서 청년을 지칭하지만, 그 대상이 법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청년은 ‘혈기가 왕성한’ 정도의 수식어가 붙은 모호한 표현일 뿐인 것이

다. 이러한 상황 탓에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대상을 위한 정책인지가 애매한 

정책이 돼버렸다. 유일하게 청년의 범위를 명시한 법적근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만 2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시

행령에 따라 만 34세로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에 관한한 특정 영

역에서 청년의 나이 대를 명시한 것으로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전반의 영역에

서 청년을 사회적 시민권의 측면에서 다시 부각시키고 법적으로 그 정의와 지위를 

규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

현재 만들어진 청년정책의 대다수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고용불안을 꼽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청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는 높은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말 그대로 ‘생활’의 문제이

다. 청년정책을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화 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이다. 

현재 법률로서 지원하는 어떤 사회정책 대상도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세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유아정책, 청소년정책, 노년 정책 등은 대상 규명이 명확

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를 포괄한 제도로서 정책을 실행한다.   

물론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일정부분의 신용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있기는 정책 수혜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실제 효과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청년

정책의 설계를 일자리 중심에서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자리 정책을 중점으로 설계 된 청년정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지녔는지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생 고용 및 취업지원 제도의 신청경험은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 빈도가 매우 낮다.

이는 대학생 취업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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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 경험 있음

공공부문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2.4

취업성공패키지 3.2

K-MOVE 해외 일자리 개척 1.6

일-학습 듀얼 시스템 1.2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창직 인턴 2.3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1.3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4.3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워크넷) 7.9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관사업(워크넷) 3.2

고용노동부 글로벌취업지원(월드잡) 1.4

고용노동부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0.2

기타 0.3

수 있다<표8>.

<표8> 대학생 고용 및 취업지원 제도 신청 경험 (단위 : %) (n=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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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결 방향 및 정책제안 

1.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

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청년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관

점에서 실행 돼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청년세대의 문제는 청년세대 만

의 문제가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서 전 

세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세대 내 연대의 관점

으로 청년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 청년의 생활불안을 해결하는 정책 마련 이전에 사회적으로 청년을 규정하

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결국 청년정책의 설계는 우리사회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디에도 없는 존재 ‘청

년’의 실체를 규명해야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 걸음을 시작해야한다. ‘청년이란 누구

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하고 법적으로 청년의 범위와 사회적 

지위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청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사회구성원

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법’제정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규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는 이미 여야에서 국회에 상정한 ‘청년발전기본법’과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낸 ‘청년기본조례’에 그 시작이 명시 돼 있는데, 이를 더 구체화시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권리장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정책을 생활 안전망 구

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청년생활안정법 제정).

앞서 문제제기를 했듯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다

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생활권 영역에서의 교육불안, 소득불안 또 이로 인한 부채불안

으로까지 확대해 청년의 삶 전반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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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책은 사회예방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청년생활안전망’ 구축의 초

점은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사후수습이 아닌, 선제적으로 청년문제의 발생

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으로 접근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년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생활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청년생활안정법’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청년의 

범위와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한 청년기본법 신설과 더불어 청년이라고 규정

되는 대상범위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것을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관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청

년 생활불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장기적 계획수립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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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노동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

Ⅰ. 현실인식

한국 블랙기업 문제의 구조적 배경 : “한국의 블랙기업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1. 비정규직의 탄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 2000년대 이후 전면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됨.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 없

는 성장’의 지속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생애에 있어 최초취업 시기

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의 양적 ․ 질적 수준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함.

<표1>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특성 (단위 : 천 명, %)

구분 200년 200년 200년 200년 200년 201년 201년 201년

정규직 1,629 1,660 1,740 1,725 1,632 1,653 1,711 1,592

비정규직 2,142 2,029 1,930 1,822 1,837 1,761 1,716 1,738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
56.8 55.0 52.6 51.4 53.0 51.6 50.1 5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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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기

존의 정규직 채용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 비정규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청

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생애 첫 노동의 형태는 계약직, 인턴, 수습, 견습, 현장실습, 

간접고용, 비전형고용, 시간제 등 더욱 불안정하고 열악한 방향으로 분화하고 있

음. 

○ 2014년 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5명 중 1명(21.2%)이 1년 이하 계약직

으로 직장생활 시작하고 있음. 2013년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청년(만 15~29세)은 82만 9000명으로, 전년(80만 2000

명) 대비 3.4%, 2008년(50만 5000명) 대비 무려 64.2% 증가함. 1년 이하 계약직

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의 비율은 2008년 11.2%에서 2013년 21.2%로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급증함(통계청 자료, 2014년 1월).

2. 규제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블랙기업의 등장

○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에 불과한 기간제 고용의 경우, 보호 법

안이어야 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2년 이내

의 계약직 사용을 합법화해줄 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문제가 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례와 같이, 기업들이 ‘임시직 활용 방안’이란 

명목으로 기간제 고용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악용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같

은 부당한 고용형태가 노동자들에게 강요되고 있음. 지난 9월 해고통보 후 스스로 

삶을 마감한 20대 계약직 청년노동자의 사례가 보여주듯 신규채용 인원에 해당하

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ILO(국제노동기구)는 권고 제166호에 “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은 상시적․계속적 업무에도 사용자들이 아

무런 제한 없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음. 규제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편리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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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의 노동을 마음껏 ‘일회용’으로 전락시키고, 청년의 삶

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목표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현

행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음.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

는 상태에서 기간만 늘리면 청년들이 겪는 희망고문의 고통이 1년 더 늘어날 뿐

임.

○ 같은 맥락에서 인턴이나 수습, 견습, 현장실습생과 같이 숙련과정을 시작하는 청

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훈련의 경계에서 새로운 방식의 노동착취가 등장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최근 드러난 패션업계의 

실상이 보여주듯, 관행적으로 도제식 권력관계가 이어져온 특정 직종별 노동시장

들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노무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있

다는 명분으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피해가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음. 취업을 

위해 작은 경력이라도 필요한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것.

3. ‘비정규직’ 개념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청년노동의 구체적 현실

○ 고용형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청년노동의 구체적 현실은 더욱 열악함. 기업들

은 계획에도 없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속적인 선별과 재선별의 과정, ‘취업 

이후의 취업활동’을 청년들에게 강제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취약한 지

위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 임시적 고용을 

확대하는 노동유연화 전략의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불안에 근거한 노동통제·강요·

착취의 강화가 존재함.  

○ 또한 ‘형식’적으로는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기업 간 경쟁의 심화, 비인간적 실적관

리 및 평가시스템,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수당 없는 초과근무 등 강도 높은 

초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10월 통신 대기업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서 일하던 30세의 청년노동자가 ‘노동청에 알려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

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그는 일정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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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적압박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

러남. 

○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 따돌림, 비인격적 대우와 모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휴가사용의 제한, ‘인간 자유이용권’에 다름없는 포괄임금산정제, 과도한 고

객만족(CS)제도로 인한 극단의 감정노동 경험 등 청년노동의 구체적 현실은 절망

스럽기만 함.

○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

해 청년들의 삶과 노동이 파괴당하고 있음. 모든 기업이 블랙기업은 아니겠지만, 

모든 기업이 언제든 블랙기업이 될 수 있는 현실임.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노동경험에서부터 한국의 블랙기업을 규정하고 선정·고발하며, 이를 시작으로 노

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운동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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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결 방향 및 정책 제안

○ 관건은 무분별한 폭력과 착취가 용인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

어야 함. 이를 위해 1) 상시적 업무에 관한 계약직 사용의 제한, 2) 불분명한 사

용자성에 기초해 노사 분쟁을 야기하는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관련하

여, 한국 경제의 성장모델이란 측면에서 노사정의 합의에 기초한 산업 전략이 수

립되고 이에 따른 투자·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함.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 문

제) 아울러 복지와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

문의 복지전달 경로(사회복지사 등)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용이 다수 창출되어야 

함(세수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체 고용의 9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

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관련 된 문제이며, 필연적으로 대기업 집단과의 관계 –다시 말해 경제민주화 이

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 불안정 고용이 범람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 2) 대기업·공공부문에

서의 일자리 창출 모델 수립, 3)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

한 경제민주화. -고용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의 반대편에는 청

년의 ‘직업숙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이 고민되어야 함.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이수하는 교육·훈련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사이

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함. 일례로 취업준비생의 절대다수가 응시하는 토익시험

이 정작 산업현장에는 쓸 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직업숙련도라는 측면에서 청

년과 산업 수요 간의 심각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낭비로 귀

결 됨.  문제는 청년층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업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직업훈련 

모델의 수립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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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책방향이 수백, 수천 가지 나열되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체의 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자님의 따뜻한 말씀에 지나지 않음. 주체의 전략이라 함은 청

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구체적 움직임에서 시작함.

○ 위의 정책방향의 구현과 관련하여, 청년유니온은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기업집단

과의 싸움을 선포하며 <한국형 블랙기업 운동>을 전개 중. 블랙기업이라는 규정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는 한 편, 

산별노동조합 등 조직노동과의 전략적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블랙기업이 다수 서

식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력을 확보한다는 구상.

○ 블랙기업 운동의 핵심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청년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에 스스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임. 문제를 겪는 당사자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스스로의 무능력과 열심히 하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여긴다면 해결

을 도모할 수 없음. 

○ 관련하여 청년유니온은 블랙기업 운동을 추진하며 그 첫 번째 슬로건으로 “당신

이 다니는 회사는 블랙기업입니까?”를 제시함. 블랙기업이라는 키워드에 기초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구조적 원인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당사자는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추게 됨. 또한 이 슬로건은 운동의 주

체(청년유니온)가 특정 기업 몇 개를 블랙기업으로 규정하고 때리는 방식을 넘어, 

노동시장에서 블랙기업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질

문을 던지고 이 의제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기도 함. 

○ 일주일 중 단 하루라도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며 치

열하게 살아내는 청년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만 견뎌도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발신하도록 만들 것임. 하루하

루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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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청년 주거문제는 금융, 결혼, 출산을 결정한다

장경태� /�새정치민주연합�청년대변인

1. 청년의 경제현황

1) 청년 고용현황

청년실업률은 이미 23개월만의 최고치인 9%에 육박(2013년 말)하고, 전년 동월 대

비 0.8% 상승한 수치다. 청년 중 1/10이 실업자란 의미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등 비

정규직으로 연명하는 청년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대졸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수는 189만 명으로 2004년 첫 조사 시절 148만 명에 비해 41만 명이나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되었다. 9년 동안 매해 평균 5만 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2~3

년 내 대절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2) 청년 주거현황

정부는 대학생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확충해 이들의 주

거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부족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청

년 주거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112만 명(11.8%)의 청년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지하방이나 옥탑방, 주택(2014.4.3.

(목) 청년 주거 합동토론회)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사는 인구를 합하면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이 139만 명(1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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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35세 1인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은 23.6%, 28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여건에 미달하거나 지하, 옥탑장에 거주하는 인원, 주택 이외 고

시원 등 기타거처(오피스텔 제외)에 머무는 경우를 합한 수치다. 전체 인구 주거 빈

곤율 13.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심지어 서울시 1인 청년(20~34세)로 대상을 

좁히면 주거빈곤율은 36.3%까지 치솟는다.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4평 남짓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주거유지비

는 월 50만원1)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3천352

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초년생의 연간 단순 주거비용은 연봉의 약 21%를 차지

한다.

3) 청년 대출현황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학생 대출 현황은 160만 명, 10조 원(잔액기준)

으로 집계됐다. 1인당 625만 원 꼴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이 136만 명, 

8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이 23만 명, 1조1,000

억 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 지원이 9,000명, 510억 원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1년 새 잔액이 1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학자금 마련

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학자금 평균 금리는 한국

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지원기관 관련 대출이 연 2.0~6.5%인데 반해 일반 금융회사 대

학생 대출은 8%대에 달했다. 저축은행(2,900억 원)과 대부업체(110억 원)의 이자는 

이보다 훨씬 높아 각각 21%, 38%나 됐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

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약 8만8,000명으로 대출 잔액만 3,0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다.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만 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아직도 비

싼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청년 채무불이행자 문제도 심각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2분기를 기준으로 20

대 채무자의 총 대출금액은 9조원에 이르고 채무불이행자는 1만9,520명에 육박한다. 

이중 15,290명이 저축은행 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8세 청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대출액 8조8,479억 원 중 남은 빚도 6조9,706억 원에 달했다. 특

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

된 청년도 1만9,5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여성 청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대로변이 아닌 원룸 자체가 위험하고 도로변의 경우 편리한 교통 때문에 더

욱 지출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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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모로는 은행이 6조9,706억 원(76%), 저축은행이 1조936억 원(12%), 카드사 

대출이 7,240억 원(8%), 보험사 대출은 3,447억 원(4%)순이었지만 정작 채무불이행

자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바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부불이행자들 중 저축은행은 

1만5,290명으로 78%에 달했고 은행 대출자는 3,107명, 카드사가 1,092명 순이었다. 

청년들의 저축은행 대 은행 대출은 16% 정도인데 비해 채무불이행자 발생비율은 5

배에 이르는 것이다.2)

2. 정부 정책과 대책

1) 정부의 행복주택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은 2000년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

고, 2003년에는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조항을 마련 · 법제화 

되어왔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총 주거면적(㎡) 12(3.6평)에 상수도 또

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

욕시설 확보를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 대

상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계층, 직접지원 대상계층, 그리고 간접지원 

대상계층으로 구분하고 제도를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 청년은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행복주택'이 있었다. '행복주택은 내집 마련

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기숙사이다. 

원래 계획은 5년간 약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발로 

14만호로 축소했다. 올해 남가좌동, 공릉동, 오류동, 안산 고잔동의 철도부지 4곳과 

목동, 가락동, 잠실동의 유수지 3곳을 1차 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착공이 예정된 

지역은 오류 1500가구, 남가좌 650가구뿐이다. 올해 착공 목표였던 1만 가구에 턱없

이 못 미친다.

2) 전월세 대책

민간주택 셋집살이는 531만가구에 해당한다. 한국 인구 2000만 명이 전ㆍ월세값 변

2) 금리 10% 미만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20%)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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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울고 웃는다. 시골 거주를 빼면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현재 월세가 전

세보다 살짝 많다. 전세가 뜀박질하고 깡통전세가 나올 판이니 이런 구조를 깨면서 

약자인 월세 임차인에게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세액공제 10%)는 게 전ㆍ월세 대책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전세임대자에게도 여지없이 정상화의 잣대로 세금 

징수계획을 발표했다.3)

3) 외국의 주거 대책

영국의 경우, 우리의 전세 개념이 없다. 저리의 이자 및 장기 융자가 발달해있는 영

국은 보통 월 급여에서 집 구입에 대한 융자금 할부를 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보통 청년들은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 집을 산다. 보통 

주택 가격의 90%, 많게는 100%를 국가가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그 후 2-3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천천히 융자금을 모두 갚거나, 살고 있는 동안 낡은 집을 근사하게 

리모델링해서 원하는 이에게 되파는 것으로 재산을 늘린다. 

평생 살면서 평균 2-4회의 이사를 한다는 영국인들의 문화는 2년 단위로 전세 계약

을 하며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수차례 이사를 전전하는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

다. ‘내 집’은 ‘사는 곳’일 뿐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영국인들

의 생각이다. 저리로 집을 사서 자녀들을 독립시킬 때까지 천천히 융자를 갚아 자녀

들이 또다른 가정을 얻어 독립할 때쯤(영국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

면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을 얻을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

다.) 융자 상환이 끝나고 진짜 내 집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융자를 상환하는 

동안 체감하는 이자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 집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것 역시 영국의 문화다. 또한 월세를 얻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기본적 살림도구가 마련된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영국이 자랑하는 복지제

도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에 청년을 포함해 수급범위를 넓혔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독립지원금', '학생지원금'을 통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던 주거 보조비를 2012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3) 1가구1주택 정책이 태동된 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양도소득세의 전신인 ‘부동산 투기억제세’

가 도입된 게 1968년이다. 이후 1가구1주택자에게 양도세가 면제되는 정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 바람이 불면서 1978년 8월 ‘국민주택우선공급규칙’(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후 국민주택기금이 조성되고 청약제도가 구체화되면서 1가구1주택 중심으

로 부동산 정책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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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3. 결론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경제성장 원동력에 대한 지원이기에 사회진출부터 결혼, 

가구형성 시기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축, 계층별 정

책을 세분화하고 주거이동 시나리오 작성과 지원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등 주거정책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설지원, 매입 임대주택,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공급지원을 중심으로 해 수혜 대상이 적고 대부분의 정책이 자가 마련 중심이어서 

청년 지원은 미흡한 상태이다.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자가

구매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쉐어하우스, 모듈러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

하고 학생주거협동조합 육성, 민간건설사의 투자 유인과 전문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세제지원도 병행돼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 있는 지원이 맞춰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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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청년을 위한 지구정착프로젝트

문정은� /�정의당�부대표

1. 현황

○ 현재의 청년들을 흔히 3포 세대라고 함. 힘겨운 입시경쟁 끝에 대학에 입학해도 

등록금 폭탄이 기다리고, 빚을 얻어가며 졸업해도 실업대란에 직면함. 청년이 현

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연애, 결혼, 출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나라에 꿈과 미래가 

있을 리 만무함

○ 혹자는 청년 실업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공통의 현상

이라고 함. 그렇다면 미래가 없는 지구를 청년들은 로켓이라도 타고 탈출해야 하

는가? 

○ 청년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우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이 

제시될 때, 청년들은 다시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미래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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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약

1) 스펙 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및 확대

○ 능력보다는 스펙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와 학벌, 학력 차별 

등이 팽배한 상황

○ 스펙 없는 표준 이력서의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스펙 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의무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2) 등록금 절반, 교육수준 2배 혁신형 시도립대 육성

○ 서울대와 수도권 소재 소수 사립대의 입시권력이 비대화되고 있음. 우수 인재 양

성보다 우수 인재 골라뽑기에 열중인 대학에 경종 필요

○ 전국의 시도립대학을 혁신대학으로 육성해 왜곡된 입시제도 바로잡기 및 지역사

회 인재양성에 기여

○ 시도립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시도립

대학이 없는 시도의 경우 지방소재 사립대학 중 협의하여 지역 혁신대학으로 육

성

3) ‘청년위기탈출론’ 기금 조성으로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전국적으로 청년 10명 중 4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실업에 따른 

상환능력 부족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내몰리고 있음. 정부 정책자금으로 ‘햇살

론’ 등이 있으나 청년층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혜택을 보기 어려움. 청년층을 

위한 채무탈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위한 재교육 혜택을 부

여해야 함

○ 정의당은 청년층 위기탈출 프로그램 ‘청년부활 21’을 신설할 것임. 광역시도 시금

고와 청년채무탈출 프로그램 협약(MOU)를 맺고, 신용회복위원 대여금으로 기금

조성 후 청년층 대상 장기저금리 금융상품 ‘위기탈출론’을 운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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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햇살 가득 안정한 청년공공원룸 도입

○ 사회처년생의 80% 이상이 원룸, 단독, 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

생 10명 중 5명은 고시원 등 쪽방과 같은 위약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음

○ 공공원룸 공급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규정된 가족원수 가산점 기준 등을 삭제

함. 특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와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해 사회취약계층이

면서도 1인가구라는 점 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

○ 청년 주거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공공원룸 건축 시에도 적용해 혼자 

사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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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청년주체성 확립, 

청년공동체 연대의식으로 해결

정현호� /�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1. 불평등한 청년의 삶과 현실

우리 청년들은 심각한 불평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이는 발제에서 언급한 수치나 지표

에 그치지 않고 청년 개개인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가 겪는 불평등한 현실의 원인이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

면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불평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첫째 기성세대

와의 불평등이고, 둘째는 청년세대 간의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성세대가 사

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청년세대가 정책적 측면에서 소외된 측면은 발제를 비롯하

여 이미 많은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고민이 우리 청년

세대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개별 청년들의 소득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평생소득기회의 

불평등(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청년세대 간 기회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소위 ‘금수저를 문 엄

친아’들에게 이러한 불평등은 그 부작용이 미미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에게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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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데, 이는 결국 청년세대 간 인식격차를 비롯해 미래사회 양극화에 대한 새로

운 위험이 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0년 청년들 중 40%는 “공평하고 빈부격

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원한다고 답하였다. 평등한 복지국가에 관하여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인 Armartya Sen은 개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의 평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 그리고 자신의 인

생 경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자유, 꿈을 꾸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

경,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우리가 인도해

야 할 삶과 누려야 할 자유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학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기성세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더불어 청년세대의 권익과 복지를 신장하기 위한 담론이 부재했고, 청

년정책을 요구·지지해줄 정책연대체가 부재하여 청년권익과 복지를 주장하기 어려웠

던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소득기반이 취약해 당장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에 매달리

게 되고, 취·창업을 했거나 자녀를 낳은 청년세대들은 가정의 안정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사회에 적응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지면서 자신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

한 주장에 힘을 쏟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졌다.

2. ‘청년복지’를 통한 불평등의 제도적 해결 

그렇기에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

만 청년세대도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청년세대-기성세대 간 불평등을 

비롯해 청년세대 간 불평등까지 해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

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1)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부재→‘청년복지체계’ 구축

청년복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관련 복지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012. 12.기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보건복지

부 등 16개 부처 소관 297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학생, 근로자, 여성,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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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

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정의한 복지사업 근거>

1)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부재

2012. 12.기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 소관 297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학생, 근로자,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청년세대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년복지사업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에 의한 일자리사업 등이 있으나 ‘고용’의 범위에 한정된 것이어서 종합적인 청년복지제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년기본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청년복지체계가 필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수혜대상에 청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

으나, 청년세대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림1>.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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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구분

대상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근로자 대학생 초중등 농어업 시설 특수 합계

비율

(%)

욕

구

생계 12 9 7 4 4 3 - 1 2 - 33 75 25.3

의료 16 8 7 6 7 1 - - - - 8 53 17.8

교육 - 6 3 - 1 2 9 6 1 - 8 36 12.1

근로

/창업
8 - 8 1 1 3 - - - - 4 25 8.4

주거 18 - 1 - - - - - 1 - 3 23 7.7

돌봄 3 2 4 6 - - - - - - 3 18 6.1

보육

/양육
- 9 2 - 1 - - - 1 - 4 17 5.7

정보

통신
6 - 2 1 - - - 1 - - - 10 3.4

에너
지

8 - - - - - - - - - - 8 2.7

자활 6 - - - - - - - - - - 6 2.0

문화 3 - - 1 1 5 1.7

시설

운영
15 15 5.1

기타 3 1 2 6 2.0

합계 80 37 34 19 14 9 9 8 6 15 66 297 100

비율

(%)
26.9 12.5 11.4 6.4 4.7 3.0 3.0 2.7 2.0 5.1 22.2 100 -

<욕구별·대상별 복지사업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재구성(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입법조사처)

한편 청년세대를 직접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일

자리사업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고용’의 범위에 한정된 것이어서 종합적인 청년복

지제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년기본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포괄적

인 청년복지체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도적으로 청년세대를 규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청년기를 전·후기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청년 복지지원 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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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피현상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때문이며,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194만원이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항목 퍼센트

연봉이 낮거나 복리후생 제도가 약할 것 같다 74.2%

앞으로 계속 중소기업 직원으로 남을 것 같다 47.7%

교육/자기계발 체계가 안 잡혀 있을 것 같다 33.3%

일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다 26.5%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24.2%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꺼려진다 14.4%

이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3.8%

기타 0.8%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자료: 잡코리아(2013.6)

대상: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751명  

84.7

15.3 있다

없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청년복지”제도의 구축>

○ 청년기(만19세~만39세)를 전·후기로 나눠 생애주기 청년복지지원체계 재정립

 - 전기청년기(만19세~29세 이하):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활동 지원, 30대 준비

 - 후기청년기(만30세~39세 이하): 육아·보육지원, 주거지원, 이직 등 

2)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확대(충분한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

만약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만족할 정도로 임금이나 복지가 지원된

다면 청년들은 충분히 대기업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2>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194만원이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취업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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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 등 기존의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장려를 중소기업 지원과 결부시켜 인

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청년들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

규직 전환률이 낮은 기업은 지원을 배제하여 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계도하면서, 

사업주보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타당

할 것이다.

3) 청년 노동시장정책의 체계적 구현(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를 해결하는 정책도 청년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발제에서 제시한 청년실업에 관한 논의 외에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청년 실업자의 

취업탐색과 기업의 탐색 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마찰적 실업, 구인-구직 정보의 부족, 

대졸자의 적극적 취업지원제도의 부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

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직장진입에 따른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자들에 대한 재교육, 향상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직업

적 지식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고용 이후의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알

선과 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는 연방고용청이 개인의 훈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설

치나 확장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융자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적 노동이

동의 곤란으로 야기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비용, 구직을 위한 탐색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청

년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청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지원

사회적기업, 소설벤처, NGO 등 청년단체들은 사회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영역에 따라서는 노인, 재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착중인 기업형태로서 정부의 지원에 많은 영

향을 받게 되는데, 10~20년 후에도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사회적경제 활동가에 대한 지원의 기본 틀이 마

련되려 하고 있으나, 기본법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및 기업 간, 거버넌스 간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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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내용>

1.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

3. 사회적경제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기획재정부 장관)

4.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

5.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시·도지사)

6.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7.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8. 전국·지역단위, 업종·분야단위 협의회 설립

9.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사회적경제원 신설

10.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지정 근거마련

11.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운영

12.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마

련

13.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시행

14.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그림3>

공유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그림3>.

3. 마치며

청년복지에 관한 논의가 발전되면서 기성세대의 복지제도와 마찰이 발생한다는 소위 

‘세대갈등론’이 언급되고 있다.(참조1)하지만 고령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어 복지를 

위한 국가재정의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반하여 앞으로의 복지재원을 담당할 청년

세대의 복지수준이나 소득수준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주체 간 불평등이 발생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청년복지는 더욱 필요하다.

만약 청년세대가 창업이나 일자리 확보 등을 통해 소득이 안정되고 청년들에게 제공

되는 복지수준이 출산과 육아를 하기에 부족함 없다면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 전체

의 복지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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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존의 사회구조가 최적이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열린사고를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의 평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데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또래 친구, 선후배

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의 자유와 평

등,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합치고 상호 배려와 양보의 관점에서 연

대의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

을 가져야 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정의롭고 행복

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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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인

법적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금법」

주요사업 창업·취업 등 일자리지원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2013년)
1조 8000억원 2조 1148억원

문제점 청년고용률 저조 OECD 노인빈곤률 최고

개선방안  일부사업 예산조정 기초노령연금 보완한 기초연금 
도입(2017년까지 연평균 9.9조 투입)

<청년 및 노인의 주요 복지 비교>

청년일자리사업의 평가(입법조사처, 2013)

기초연금의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입법조사처, 2013)

1) 청년복지 및 노인복지 현황

1-1)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3년 14개 부처에서 직접일자리, 직접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

원 등 5가지 유형의 청년일자리사업(50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가

하고 우리나라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년실업률
(15~29세)

8.1 8.0 7.6 7.5 8.0

<2009~2013년의 청년실업률>

자료: 통계청

1-2) 노인복지 사업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 확

보가 매우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한 기초연금이 해결책으로 제

안되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재정소요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였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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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4~2017 2020 2030 2040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정부안
39.6

(연평균9.9조)
17.2 49.3 99.8

<기초노령연금 정부안 재정 소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9.25.)

(단위: 조원)

내용

국민연금

연계 반대

- 현재의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도록 설

계되어 있어 가입 기준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발생되며, 연금수

급연령도 점차 상향조정됨

- 현재의 수급자가 아니라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국민연금수급액이 낮아지며, 그 결과 기초연금

의 차등지급은 현 세대 노인 간뿐만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갈등

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국민연금

연계 찬성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서 소득을 조달하기 어려운 노인계층을 지원

하는 것이며, 미래세대는 그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지원을 덜 받게 된다고 

바라보아야 함

-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는 

것이므로, 손해나 이익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세대갈등 내용요약>

자료: 기초연금의 도입 논의와 향후 과제(입법조사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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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방향

조성주� /�서울시�노동정책과�전문관

1. 서울시 청년실업 및 고용현황

○ 서울지역 청년층(15～29세) 인구 : 205만명 (‘12.12월)

- 전국 청년층 인구(952만 2천명)의 21.5%

○ 서울지역 청년경제활동 인구 : 93만 5천명 (‘12.12월)

- 전국 청년경제활동 인구(403만 7천명)의 23.2%

○ 서울 청년실업률 현황

- 최근 5년간 상승세 : 7.7%(‘08) → 8.3%(’12)

    --> 체감 청년실업률 : 22.1%(현대경제연구원,‘11) 

- 전국 일반실업률 대비 2.6배, 전국 청년실업률 대비 0.8% 높음   

- 서울 청년의 43.9%만 근로 중

○ 서울 청년고용률 현황

- 최근 5년간 하락세 : 46%(‘08) → 43.9%(’12) 

- 전국 일반고용률 대비 15.5%낮고, 전국 청년고용률 대비 3.5%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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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경과

○ 청년일자리 정책 청책 워크숍 개최(‘11.12.6, ’12.11.6)

- 일자리 문제, 청년복지 등 어려운 청년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

- 청년일자리 허브 조성, 청년 창업지원 개선 등 요구사항 반영 

○ 정책간담회(‘12.8.21) 및 실무협의회 개최(8회)

- 청년정책 요구사항 실현방안 및 청년정책 협약서(안) 마련

○ 청년일자리 허브 설치․운영(‘12.12.14)

-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장 제공,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개발, 국

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

○ 서울청년유니온과 청년정책 실행 협약식 체결(‘13.1.28)

- 청년의무고용제, 청년일자리 조례,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청년창업 지원 등 청년정

책 요구안 실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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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정 책 목 
표    청년, 일을 통한 꿈의 실현

5 대

전략

과제

청년 일자리
 정책기반 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청년 

직업훈련 및 교육

청년

노동권리 보호

청년 

문화․복지 확대

문제점 및 현황 과     제

법

제도 

등

Ÿ 청년일자리 정책기반 
및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 미비

Ÿ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 부재

청
년

•

터

를

만

들

다

Ÿ 조례, 일자리 권리선언서 마련

Ÿ 청년의 일, 자립, 삶의 플랫폼이 
되는 전용공간 설치

Ÿ 일자리를 넘어 주거, 복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② 청년일자리 권리선언 발표

③ 청년 일자리 허브 설치 운영

④ 청년종합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일
자
리
 
정
책
기
반
 

조
성

사회
적관
심

Ÿ 건강한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필요

Ÿ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청년의 요구와 의견개진 및 
정책반영 

⑤ On-off Line을 통한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⑥ 청년일자리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는 프로세스 마련

취업

Ÿ 일자리 수에 비해 
다수의 대졸자 배출

Ÿ 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지속 및 
신규채용규모 축소

Ÿ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 박탈

청
년

•

일
을

만
나
다

Ÿ 공공분야에서 청년고용  
솔선수범 필요

Ÿ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미스매칭 
해소대책 마련 

Ÿ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하여 차별 
없는 구직 표준이력서 사용 및 
신체검사비용 지원 

⑦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제 단계적 추진

⑧ 공공일자리 참여-신택리지 프로젝트, 
청년혁신가 양성사업

⑨ 민간분야 청년고용확대-G밸리 청년고용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구직비용 최소화

 고졸청년을 위한 창업․취업기회 확대
취
업
창
업

지

원창업

Ÿ 창업을 위한 
정보공유와 실패시 
재도전 기회 부족 

Ÿ 창업실패로 경제적 
빈곤 초래

Ÿ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Ÿ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활성화 및 
창업성공율 제고 

 창조적 청년 창업 육성

창직
Ÿ 인구사회학적 변화,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에 따른 직업 발굴 
및 창직 활성화 필요

Ÿ 청년층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 
인재양성 및 새로운 직업실현 
여건조성

 일자리 개발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 도농교류를 통한 직업탐색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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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현황 과     제

진로

교육

Ÿ 청소년 대상 체계적 

진로교육 부족

청

년

•

일

을

배

우

다

Ÿ 직업관이 미형성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올바른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직

업

훈

련 

• 

교

육

직업

훈련

Ÿ 직업훈련 기회 

부족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부족

Ÿ 기술교육원의 혁신적 개편

Ÿ 제도적 교육제도 보완형 

스튜디오 스쿨 등 설치

Ÿ 양질의 인턴 교육을 통해 청년의 

기본소양과 핵심 직업역량을 

향상시켜 기업과 청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술교육원 혁신

 혁신적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청년인턴대상 직업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직업훈련과 창․취업지원체계 연계

근로

환경

Ÿ 고용시장 악화로 

저임금 취약직업군인 

아르바이트 시장 확산

Ÿ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선호

Ÿ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취약근로자들 권익보호 

시급 

청
년

•

노
동
의
가
치
를

알
다

Ÿ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마련 및 

지속적 관심과 환기 유도

Ÿ 사업주 대상 노동권리보호에 

대한 인식확산 

Ÿ 시립대에 노동법 관련 교과목 

설치 및 서울소재 대학에 

노동관계법 교과목 설치 추진

 아르바이트 청(소)년등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리보호 체계구축

 노동권리 보호의 사회적 인식 확대

노

동

권

리

보

호

주거
Ÿ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구직청년들의  

주거문제 심각

청

년

•

일

자

리

를

넘

어

서

Ÿ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Ÿ 유휴지 등을 적극 조사하여 청년 

주거공간 마련

 맞춤형 공공주택 및 소형임대주택마을 

조성 추진

문

화

․

복

지

확

대

문화

Ÿ 경제적 빈곤, 열악한 

예술환경 등으로 

문화활동 및 향유 기회 

부족 

Ÿ 청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맘껏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기회, 

창작공간 등 제공

Ÿ 소외된 청년밀집 일터 및 

거주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청년 문화창조 및 향유 기회 확대

복지

Ÿ 취업․구직난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으로 

영양상태, 재무상태 등 

불량

Ÿ 무료이동 진료실, 재무상담소, 

노동상담소, 구직 비용 반값 카페 

등 운영

 청년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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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활동

신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위원장

1. 청년위원회 소개

1) 설치목적

○ 미래 인재 양성,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정책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해 대통

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13.7월)

2) 청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5명) 

2. 청년위원회 1기 주요활동

1) 취업․창업 등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한 노력에 중점

○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발표(’13.12.18)

○ 청년 일자리정책 모니터링을 실시,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정책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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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상반기 4개 주제에 대한 모니터링 완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대학생 휴학실태 조사, 청년창업 지원시책 전달체계 분석)

○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저변 확대, 공공정보를 활용한 정부 3.0 창업인프라 구

축, 창업 오디션 추진 등 창업 열기 확산

- 공공정보 창업지원 원스톱 창구 마련(’14.3월), 공공정보 활용 관련 ‘기업투자 설

명회’ 개최(’14.6월), KBS “천지창조” 등 창업오디션 프로그램* 지원 (’14.4∼7월)

2) 청년 해외진출(K-Move) 사업 활성화 지원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봉사-인턴-취업-창업의 선순환 구조 창출 및 국가별 맞춤

형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채널 확충

-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개최('14.1월),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14.4～6월), 

    해외취업유망국가 10개국 선정․발표(’14.7월)

3) 능력중심의 사회를 위한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노력

○ 스펙초월 채용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13.10월, 17개 부처‧기업) 하여 기업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

○ 전국 순회의 스펙초월 채용설명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취업준비 청년들과 기업간 

스펙초월 채용에 대한 소통을 강화

- “톡톡 스펙초월”(채용설명회) 개최 (`14.3〜5월, 10개 대학),  동아일보와 “열린채

용 컨퍼런스” 개최(‘14.6월), 청년용‧기업용 스펙초월 가이드북 발간 (`14.4〜5월)

4)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청년이슈와 정책을 개발

○ 2030 정책참여단 활동으로 ‘술술 풀려라’ 정책간담회 시리즈를 기획․개최(총10회)

하여, 관계부처가 함께 경청하고 제도개선

○ 청년정책 공모전을 실시하여, 청년이 겪는 정책․제도적 문제에 의한 ‘걸림돌’‧‘디딤

돌’을 발굴하고 실질적 개선 도모(‘14.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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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진로컨설팅, 멘토링 실시

○ 청년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버스 운행, 진로 컨설팅을 통해 

청년 고민을 해소하는 청춘순례 실시(‘13.10~현재) 

○ 제대를 앞둔 군장병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병역멘토링 실시 

3. 청년위원회 2기 주요 분야별 추진 과제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대책 이행 점검, 주요 청년 일자리 정책 모니터링

○ 능력중심의 ‘스펙초월 채용’ 문화 확산, 기업들과 MOU 확대 체결

○ 중소기업 인력 Mismatch 해소 지원

○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 창조경제 및 청년 창업 붐 확산 유도

2) 인재양성․문화 

○ 취업 취약계층 실태파악 및 맞춤형 교육

○ 청년버스, 청춘순례 등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실시

○ 소외된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돕는 멘토링 추진

- 동영상 팟캐스트, 또래 멘토, 병영 멘토링, 멘토 네트워크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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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연구환경 등 청년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및 증진 노력

○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3) 복지․통일

○ 청년 복지 전반의 정책사항 발굴

○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전 확보 

○ 청년들의 통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통일준비위원회와 협업)

○ 청년세대들이 얻을 수 있는 통일 편익 등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청년 정책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이슈 개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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