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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청년참여연대 (담당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02-723-4251 youth@pspd.org)

제 목 [논평]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날 짜 2016. 8. 04. (총 2 쪽)

논 평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1.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

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

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

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

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

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

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

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

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

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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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

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

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

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

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

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

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

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

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

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

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

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

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

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

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끝.

http://www.facebook.com/peoplepower21
http://goto.kakao.com/@peoplepower21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joingu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