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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 탐색과 청소년 담론 변화를 

통해 본 청소년 규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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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또한 청소년 용어가 학계와 생활세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후, 청소년에 대한 담론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면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에 대한 고찰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서검색
과 문헌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청춘소년', '소년', '청년'이란 용어가 사용되다가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은 1940년에 발
간된 『조선어사전』에서이다. 『조선어사전』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실린 것을 볼 때, 1930년대에 이미 청소
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란 용어가 왕성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의 일
로, 이 시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맹아적 담론의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 연구와 정책의 관심이 증대되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 변화를 세 흐름으로 대별하여 청소년 규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청소년=학생' 규정방식, '청
소년=대중문화의 소비자' 규정방식, '청소년=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 규정방식이 그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 용어의 등장과 담론의 변화에 따른 규정방식의 변화를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범주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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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은 늘 보호와 선도의 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그 기 때문에 교육이나 선도에 의해 이끌어야 하는 존

재로 여겨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과 21세기 에 와서는 선도의 상이 아닌 한 주체

로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근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세 , X세 , N세 , 1318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1) 이름은 본디 자신이 자신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군가에 의해 불러져서 부과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름은 범주보다 앞서 존재하

지 않는다(Lazarus, 1996: 223). 이름은 범주가 있고나서 그 범주를 부르기 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청소년이란 이름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범주를 지칭하기 해 만

들어진 것이다. 

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청소년기가 어떤 조건 속에서 형성되

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란 범주와 청소년기가 근 화의 산물이며, 

최근에 형성된 문화  상이라고 보고 있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최이숙, 2002; 김

성, 2004; 박연미, 2005). 서구에서 청소년의 범주가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한 구분이 이

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의 일로, 근 화가 되기 이 까지는 지 의 청소년층

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있었지만 이들을 청소년으로 개념화하지 않았다. 굳이 아동이나 성인

과 구분하여 청소년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

령층을 구분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에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만이 있었다.  

랑스 문화학자 아리에스(P. Aries)의 견해에 의하면, 서구에서도 18세기까지는 청소년을 

아동으로부터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여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아동들을 가리키는 

일반 인 랑스 단어인 앙팡(Enfant)으로 청소년을 불 다. 트(R. Kett) 한 17-8 세기 미

국에서는2) 아동(child), 청소년(youth), 은이(young person)는 비슷한 말이었으며, 도시화, 

공업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서 등 의무교육이 마련되고, 이후 고등학교가 확

산됨으로서 청소년기라는 구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을 지 하고 있다(권두승, 1998: 

pp. 14-17). 인류학자들도 여러 원시부족 사회의 연구를 통해, 부족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 

불리는 연령층과 개념이 없다고 주장한다.3) 부족사회에는 아동기와 성인기, 그리고 아동과 

1) 이런 용어에는 청소년이 기성세 와 차별 인 세 라는 이미지를 표 하고자 하는 욕구의 내포와 함께 청

소년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표 되어 있다. 

2) 식민지 시 의 미국에서는 생애를 구분할 때 7세 미만의 유아와 그 이후 단계의 구별은 명확히 했지만, 7

세 이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한 하  구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조용환․황순희역,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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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한다. 많은 부족 사회의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

에 성인식4)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다. 성인식은 아동기와 성인기라는 두 범주의 경계를 가

시 이며 분명하게 보여주었다(조용환, 1993: 7). 많은 부족사회는 ‘사춘기=성인기’라는 등식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통과의례를 수행하 기 때문에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청

소년기를 별도의 범주로 취 하지 않았다. 

한 인구집단이 한 사회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등장하기 해서는 개념형성을 한 제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청소년은 근 이 부터 존재해 왔던 연령 집단을 규정하

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근 화의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발명된 개념 범주 는 세 인 것이다. 

우리사회에도 청소년 범주는 조선시 나 그 이  시 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

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을 것이라 본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그러나 청소년 용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하 는지에 해서는 

추측은 있을 뿐 그동안 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주된 심은 청소년의 비행, 일탈 등 청

소년 문제와 청소년들의 문화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에 한 연구도 청소년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고성혜, 1995; 김 호․안호용․김선애․김선 , 2002)과 청소년의 문화

를 다룬 연구들(민무숙, 1993; 강명구, 1993; 조용환, 1993; 김창남, 1994; 서동진, 2000; 배은

주, 2004)이 주종을 이루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청소년 담론에 한 연구들(조한혜정, 1999; 

최이숙, 2002; 김 성, 2004; 박연미, 2005)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근본 인 질문인 ‘청소년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일상생활

과 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한혜정(1999)과 최이숙

(2002)의 연구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분화되었는가를 따져

서 ‘청소년’ 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청소년’ 용어 사용의 구체  시기에 해 심이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에 청소년 개념의 분화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더 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탐색 으로 추

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한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청소년을 보는 시각

과 담론의 변화과정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도 병행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청

소년 용어 사용 시기에 한 탐색은 사용 시기의 개략  추정이 가능할 뿐 구체 인 시기의 

3) 사춘기 연구에서 뛰어난 작업을 했던 미드(M. Mead)는 사모아 사회에서의 연구를 통해 사모아 사회는 미

국사회에서처럼 사춘기라 부르는 상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미국사회의 10 들이 보이는 사춘기 

청년들의 방황과 갈등은 근 화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상임을 밝  낸 바 있다(조용환, 1993; 

조한혜정, 1999).

4) 부족 사회들은 성인식이 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달 여 정도 생활하면서 그 부족의 역사나 

성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한 성인이라는 징표를 나타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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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언어의 생성․변화․소멸이 비교  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에서 다소 어려운 문

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를 탐색해 보고 그 후의 사용이 확 되는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일은 청소년 담론과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데 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청소년 용어의 사용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사회

 맥락에 한 연구의 출발 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5)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우리사회에서 언제부터 청소년이란 용어가 학계나 생활세계에서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 는가를 탐색 으로 추 해 보고, 1970년  이후 청소년을 개념 

규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상 으로 사용되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

되기 시작한 시기를 가늠해 본다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재 남아 있는 단서로 인간의 역사

를 구성하는 일과 진배없는 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

되기 시작한 시기를 최 한 근 가능한 자료에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언제 등장하는 지를 

추 하여 발견하려고 하 다. 한 본 연구는 1970년  이후의 청소년 개념 규정 방식을 살

펴보기 해, 청소년 련 도서와 논문을 심으로 청소년을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특히, 청소년 용어 사용시기의 탐색을 해 본 연구는 도서검색 방법을 사용하 다. 청소

년이란 주제어를 검색어로 하여 도서검색을 하거나 제목 검색을 통해 청소년이란 단어가 들

어간 도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국립 앙도서 , 국회 도서 , 서울  

도서 의 도서 검색을 통해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카인즈

(Kinds, http://www.kinds.or.kr)에서 독립신문과 한매일신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방 이 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 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한 새로운 어휘

는 사 에 실린다는 에 착안하여 『조선어사 』과 『국어사 』에서 청소년이란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1945년 이후의 자료는 출간된 잡지와 도서 목록을 검색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인민』『백민』『청년조선』『인성』『새교육』등의 잡지에서 

차례에 등재된 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본문에서 청소년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5)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를 자료를 통해 추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소년 용어 사용 

시기에 한 탐색  연구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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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도서검색과 도서 에서 잡지를 보면서 청소년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는가를 추 하 다. 그러므로 책에 실린 시 보다 청소년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더 먼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Ⅲ. 청소년 용어의 사용 및 개념 형성

1. 청소년 유사어의 사용

근 화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학계에서 청소년이란 용어  범주와 개념이 형성되

기 시작한 것인지 혹은 자생 으로 성인이나 아동과 구분할 필요에서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

용하게 되었는지를 문헌자료의 검색으로 추 해 보면,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들이 먼  사용

되기 시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소년(소녀), 청년, 은이, 

학생, 어린이 등을 들 수 있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청년, 학생, 소년은 구분을 하

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종종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활

용에서 보면 이들에 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 간에 구분의 명확성 여부와는 별개

로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이 의 통 한국사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20세기 들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 범주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6)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년은 바

로 성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따로 청소년이라는 시기  구분을 두지 않았

을 뿐 아니라 개념  구분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 에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던 개념으로는 청년, 소년(소녀), 청춘소년이 

있다. 청년은 그 의미에 있어 가장 청소년에 가깝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이란 용어는 

해방 이 부터 자주 사용되었던 것 같다. 청년이란 용어는 구한말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한매일신보에 “청년동포에게경고함이라”(1907․8․24)라는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1910년의 한매일신보의 “청년회강도”(1910․8․7)라는 잡보에서도 보인다. 그 이후의 신문

에서는 청년이란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1920년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청년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아! 청년아, 제군의 사명은 과연 신성하고 제군의 이상은 과연 원  하도다. 그러나 제군아, 제군

6) 조한혜정(1999)은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19세기쯤 일본에서 만들어졌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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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무가 함과 과연 하면 할수록 제군의 도는 험악하도다. ... ( 략)... 청년아, 단결

하는 방법이 무엇인고, 거룩할 지어다. 순결할 지어다. 욕심을 버리라. 공의를 품으라.......(동아일보, 

1920․7․9)

청년이란 용어는 1920-30년 의 동아일보의 기사 속에서 자주 보인다. 이런 으로 미루어 

볼 때, 이시기에 청년은 아동이나 성인이 아닌 그 간에 속하는 연령층을 의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근 화되면서 통  한국사회에서 아동/성인이라는 개념이 세분화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되던 청년이 오늘날에 사용되는 청년이나 는 

청소년의 개념 범주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청소년이란 용어가 생활세계 혹은 학계에 등장한 것은 언제인가? 청소년이란 용어

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 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920년에 나온 『조선어사

』을 살펴보면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1920년에 출 된 사 에는 ‘청년’

과 ‘청춘소년’ ‘청년자제’란 단어가 실려 있으며, 아마 오늘날의 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사 』(1920)에 보면, ‘청년’은 “나이가 은 사람”으로 정의 

되어 있다. ‘청년자제’는 “청춘소년과 같음”으로 되어 있으며, ‘청춘소년’은 “ 은 남자, 청년

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에 실린 개념으로 추측해 보건 , 이 시기에는 청

년, 청춘소년, 청년자제란 단어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후에 청년자제란 단어는 소멸하고, 청년은 

그 의미를 그 로 유지하여 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춘소년은 청소년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7) 

2. 청소년 용어의 등장

1940년에 출 된 『조선어사 』을 통해 청소년이란 단어가 비로소 사 에 등재되기 시작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란 단어가 실린 이 사 에서는 ‘청소년’을 “청년과 소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 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재되었다는 사실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일상사에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용어가 생

성되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유통, 확산될 때 비로소 사 에 실리는 을 감안해 본다면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라는 것을 충분히 

7) 이런 추측을 구체화하려면 1930년 에 출 된 조선어사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1930년 에 간행된 조선어사 을 구하기 해 여러 도서 을 검색해 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 1930년 의 

조선어사 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보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일본의 문화말살정책과 조선

어 탄압정책으로 인해 조선어사 이 출 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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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수 있다. 한 청소년을 아동이나 성인과는 구분되는 연령층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40년  이 에 이미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

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통 언어는 활자로 인쇄되어 표 되기 에 사람들 사이

에서 소통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란 어휘가 1940년 『조선어사 』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최소

한 4-5년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는 1930년 에 청소년 용어가 

일상세계에 등장하고 청소년 개념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시

기가 정확히 1920년 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는 1930년  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만 1930년 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 조선어 사 에 청소년

이란 단어가 실리기까지 20년이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8)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청소년과 

련된 개념들인 청년, 청춘소년, 소년이 변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 까지의 자료를 통해 청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경로에 한 잠정

인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하나의 가설은 청춘소년에서 ‘춘’자가 탈락되어 청소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추측은 1910-20년 에 많이 사용되던 청춘소년이란 단어가 1940

년 의 자료나  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두 번째 가설은 청소년이 청

년과 소년의 합성어(청년+소년)로 두 번 복되는 ‘년’자를 생략하 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의 『새교육』에 실려 있는 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청소년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세 번째 고려할 수 있는 가설은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우리 

고유의 언어생활에서 생성된 단어가 아니라 일제 강 기 동안 일본의 언어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서구에서 이미 형성된 청소년 개념인 youth나 adolescence를 번역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번역하고 그것을 식민지배 하에 있던 우리가 독음으로 차용한 것

으로 보인다.9) 1920년 에 일본어로 출 된 책 제목10)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에서 사용되던 청소년이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어사 』에 청소년이란 단어가 등장 한 이후에도 청소년이란 용어가 청년보다 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한국 원회(1979)의 『청소년 계 문헌색인』에 수록된 

1945년에서 1969년 사이의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을 살펴보면, 1940년 는 청소년을 포 하는 

용어로 청년, 학생이란 개념이 많이 사용되었다. “청년은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다”(1947), 

8) 재로서는 추정이다. 

9) 이런 추측은 청소년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의 경우 1940년의 『조선어사 』에 실려 있고, 그 직후의 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한다. 

10) 1925년 출 된 『청소년훈련교정』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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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선의 재건”(1947), “애국 청년에게 호소함”(1947), “학생과 사상”(1948) 등의 논문이 

그 이다. 청소년이란 단어가 사용된 은 이석당이 『인민』에 실은 “건국과 청소년 문

제”(1946)에서이다.11) 이런 사실을 통해 보면, 1940년 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사 에 등재되

긴 했으나 실제에서의 사용은 청년에 열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용어의 사용과 맹아적 담론의 형성

청소년 용어와 개념이 학계에서 상당 부분 수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 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반의 문헌에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쉽게 에 띄지 않는

다.12) 청소년이란 용어가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50년  반에 이르러서이다. 1955년

에는 『카톨릭 청년』에 “청소년의 사도”(이세윤)가 실렸다. 

이후 청소년이란 용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1948년 창간된 『새교육』을 통해 알 수 

있다. 『새교육』을 보면 1950년 에 청소년 개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시기까지는 청소년에 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새교육』에 

실린 들을 분석해 볼 때, 청소년에 련된 여러 편의 들을 찾을 수 있다. 1950년 는 청

소년이 기성세 와 비되는 은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그런 과

정에서 청소년에 련된 담론이 맹아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우선, 김재 (1956)은 “청소년 범죄와 종교교육”에서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의 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응

연(1956)도 “왜 부량하게 되는가”에서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그의 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청소년의 범죄 행동이 으로 보도되는 것을 많이 니다. ...( 략)...무

슨 책을 세워야겠다. 쟁의 피해 때문이다. 경제  빈곤 때문이다. 가정교육이 나빠서 그 다. 학

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인 사회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물든 것이다.

 

이런 을 통해 1950년 의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학계에서 청소년을 범죄나 비행의 각도에서 조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을 교육 으로 선도하고자 하는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11) 이 은 청소년이란 용어가 국어사  외에 실렸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12) 1950년에 6.25 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시 상황으로 인하여 학계에서의 활동이 조했기 때

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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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석헌(1959)의 “청소년 학도를 무엇으로 고무할까”와 고무원(1959)의 “비행소년의 선도”

는 그 이다.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소년을 이끌려는 들이 『새교육』에서 많이 실려 

있다.13) 

1950년 의 청소년 용어는 오늘날의 청소년에 보다 가까운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아

동과 성인과 구분하기 한 범주로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동리(1959)는 “청소

년의 읽을거리 문제”에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의 개념범주를 분명

하게 악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화나 동화를 읽는 아동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기 까지, 그러니까 구체 으

로 한계를 가린다면 ․고등학생과 학생에 해당될 것이다.

김동리의 에서 보듯이, 1950년  당시에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간 연령층을 지칭하

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층과 학생을 포 하는 범

주로 사용되었다.

Ⅳ. 청소년 담론 변화와 청소년 규정 방식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한 담론은 그 시 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하여왔다. 청소년이란 

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형성하는 문화, 청소년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갖는

가? 한 청소년은 어느 연령층에 속하는가?14) 이런 질문을 심으로 청소년의 담론이 형성

되어 왔다. 이런 담론은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변화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이 생기기 까지 청소년은 성인과 구분

되는 존재나 아동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  성인 는 인과 반 되는 소인 는 

미성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나 범주  개념이 필요 없었다. 청소년 용어가 

생활세계와 학계에서 폭넓게 사용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을 하나의 개념 범주로 인식하고 다

13) 이 시기의 청소년에 한 사회의 인식  시각을 읽을 수 있다.

14) 법률을 통해 본 청소년의 연령 범 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규정하는 주체 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61년 제정된 청소년 정책과 련된 법령인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조한혜정, 1999: 30). 1991년에 마련된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소년원법에서는 ‘12

세 이상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2세 이상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본다(법무

부, 1994). 문화 부(1999)에서 나온 『청소년백서』에서도 청소년 인구를 ‘9-24세에 이르는 사람’으로 보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등학생부터 학생까지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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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던 1950년 에는 청소년을 둘

러싼 담론이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았다. 

청소년이란 용어가 왕성하게 사용된 시기는 1960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60년  반 

이후에 청소년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정신교육을 한 긴 동의”(박산석, 

1964), “청소년과 종교교육”(지명 , 1966), “민족 정체성 형성을 한 청소년 교육”(최사순, 

1966) 등의 을 통해서 가늠된다. 1960-70년 에 이르러 학계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

가?’를 축으로 청소년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담론은 사회  맥락 속에서 변화되

기 시작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 담론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학생' 규정방식

청소년이 은 세 를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시 은 1970년 부터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생 청소년만 

청소년의 담론에 포섭하 던 시기로, 1970년 부터 1980년  후반( 는 90년  )이다. 아직

도 청소년 하면 13-18세의 고등학생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게 청소년의 범주를 

고등학생이란 제한 인 범주로 묶어 놓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청소년을 특정세  집단으로 규정하는 담론 속에서 

고등학생을 지칭하 다. 제도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심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

령층을 청소년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청소년=학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조용환, 1993). 이

런 등식의 성립은 학생과 비학생이라는 이분법으로 청소년을 구분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이 청소년=학생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 범주와 개념은 분화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분화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등치시킴으로써 학생 아닌 청소년을 별도의 범주로 구

분하는 것이다. 즉, 학생에 속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주변 인 범주인 근로 청소년에 속하게 

된다. 이 시기의 근로 청소년은 학교에 갈 여건이 되지 못해 공장에 취업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경제 으로 어려운 청소년이었으며, 소외된 계층이었다. 이런 담론에서는 자연

스럽게 학생이 아닌 비학생인 근로 청소년들에 한 논의는 배제되고 소외된다(조한혜정, 

1999: 강명구, 1993).15) 즉, 청소년 담론에서 특정 집단을 선택하고 특정집단이 배제되는 시

기라 할 수 있다.16) 

15) 근로 청소년에 한 심은 학생과 사회운동가들이 야학을 개설하여 그들의 향학열을 충족시키고자 하

는 정도 다.

16) 서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노동 청소년이 배제되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웹디지(Hebdige, 

1988)에 따르면, 산업화 과정에서 청소년을 어른과 다른 동질 인 세 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노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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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학생을 청소년의 주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 노동자에 한 심은 크지 못했

던 데 비해 학생 청소년에 한 심은 비교  컸다. 그러나 학생 청소년에 한 사회의 

심도 그들이 독자 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격려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이 시

기의 학생 청소년에 한 담론은 매우 제한 이었다. 학생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

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 이었으

며, 학생 청소년에 한 담론도 주로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란 에서 형성되었다. 

1970-80년 에 학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량생산에 기여해 왔으며, 그 과정 에서 

학교와 기성 사회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학생은 서슴없이 문제 학생, 불량 청소

년,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혔다(박연미, 2005). 이 시  사회의 청소년에 한 시각은 학교

에 부 응하는 학생을 일탈이나 비행과 련지어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청소년 범죄와 련

지었다. 이런 에서 연구들은 상당수가 청소년 문제, 청소년 범죄, 비행 청소년, 청소년과 

일탈, 부 응 청소년 등을 다루었다. 

두 번째의 분화는 청소년=학생 담론은 청소년을 학생 청소년으로 국한시킴으로써 학생에

서 고등학생만을 포함하고 학생은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된

다. 입시경쟁 속에 살아가는 고등학생을 심으로 청소년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9-24

세의 연령층에 포함되던 청소년층에서 학생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청년 문화, 청년 운동에 

한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년 운동으로는 1960년  말 1970년 의 히피문화

와 통기타로 변되는 청년 문화 운동을 들 수 있다. 

1970년 의 청년문화 운동은 몇 가지 억압  사회요인과 연 하여 설명될 수 있다. 정치

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억압 인 권 주의 권력에 한 은 층의 정치  항, 경제 으

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청년 시장의 등장, 문화 으로는 서구식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

한 세 의 일본식 문화 세 에 한 거부감 등이 청년 문화를 배태한 사회  요인들이다(김

창남, 2000). 1970년 의 청년 문화는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 장발 등의 서구식 스타일의 

용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성사회의 억압  질서에서 벗어나는 상징  항의 통

로 으나, 그런 연유로 기성의 권력에 의해 방종과 퇴폐로 낙인 혔다. 1970년 의 청년에 

한 통제는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길이 재기 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을 단지 통제의 

상으로 다루었다. 

한 1980년 의 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 운동은 학생을 심으로 개

되었는데, 기존의 질서와 정권에 한 항, 변 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 격렬

한 학생운동이 개되었다. 학생 운동에 한 정부, 사회의 시각은 통제와 탄압으로 일 된 

에 해 이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문화가 부각되면서 노동 청소년을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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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었다. 1980년  반을 정 으로 학생운동은 기존 정권에 한 항의식을 분명히 보

여 주었다. 그러나 1980년  말 1990년 로 어들면서 학생운동은 그 이념성을 상실하게 되

었다. 이런 학생 운동의 쇠퇴는 1990년 의 소비 자본주의의 개와 함께 청소년에서 학

생을 배제시키면서, 문화의 소비자로서 청소년을 논의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2. '청소년=대중문화의 소비자' 규정방식

1990년  어들면서 소비 자본주의 체제가 개되면서 청소년에 한 인식이 기존의 학

생 청소년에서 소비의 상으로 환되기 시작하 다. 학생 심의 청소년 세계를 격히 

바꾸기 시작한 것은 국가나 시민사회가 아닌 자본에 의해서 다(조한혜정, 1999: 32). 1990년

 들어서서 1980년 의 이념이 해체되면서 망의 부재를 가져왔고 이런 와 에 정치와 권

력의 힘은 약화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이다. 특히 신세  청소년층

이 문화시장의 심에 놓이게 되면서 그들을 상으로 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들을 소비

의 상으로 락시켜갔다. 한 지구화 담론과 더불어 정보화 세계의 등장은 이 시기의 

청소년층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상 문화에 젖게 하 다. 

이런 자본주의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미디어 매체의 고는 청소년층을 주력 상으로 상

품을 팔기 시작하 다. 고를 통해 청소년에게 늘 구매하도록 구하 으며, 학교 밖의 공

간도 이들에게 소비하도록 하 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노래방, 오락실, 호 집들

을 찾아다니며 피시(PC)방에서 채 에 열을 올리기도 하 다.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정체성

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의 상, 는 즐거움으로서의 청소년으로 규정되었다. 즉, 청소년

은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주체의 범주가 되었다. 

‘청소년= 문화의 소비자’ 담론의 형성은 청소년을 학교에 묶어둘 수 있었던 1970-80년

와 달리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에 묶여 있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면서이다. 1990년  

상황은 입시 주의 교육에 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수출주도 인 경제성장기에 합했던 

입시 주의 교육이 차 획일성과 비인간 인 면들로 비 받기 시작하 다(박연미, 2005). 

한 1990년  말에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왕따 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  이

의 학교가 행 인 입시구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 속에 배치하 지만 

1990년  말의 학교는 더 이상 억압 인 학교 속에 학생들을 묶어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은 학생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그 동안 자신을 옭아매던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1990년 의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 청소년이 아닌 문화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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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과 더불어 정부의 청소년 정책도 그들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청소년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체육부에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 다. 1989

년에는 청소년에 한 연구를 한 청소년 연구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정

책에 한 노력은 그 결실을 맺기에 많은 부족한 들이 있었다. 이 시기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을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자 인 청소년으로 자리 매김하려고 하 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인  존재로 부각시키지 못한 이 있다. 1991년 마

련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은 활성화되는데, 이 때 청소년 활동의 은 잠시 

학교를 떠나 자연 속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에 주어졌다(조한혜정, 1999: 31-2). 이 시기의 

청소년 담론이 수련 활동에 을 맞추어 수련거리 개발에 한 심으로 고조된 것은 이 

시기에 나온 청소년 연구 주제의 상당부분이 수련거리 개발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다.17) 

1990년  말의 청소년은 자신을 표 하기 해 학교에서 소극 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문화의 스타처럼 되고자 시도하는 청소년들

이 차로 늘어가고 있다. 백 서로 활동하기 해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들, 랩이나 락에 

빠져드는 아이들, 팬클럽을 결성해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명가수의 삶이 자신의 삶의 

심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밤새도록 인터넷을 비고 채 도 하기도 하며, 낮에 학교에 와

서는 자는 아이들, 머리를 색색으로 물들이는 아이들, 이들은 더 이상 학생 청소년이기를 거

부하는 아이들이다. 

따라서 1990년 의 청소년 담론은 청소년을 ‘신세 ’ ‘N 세 ’ ‘X세 ’로 규정하면서 청소

년을 문화, 미디어 문화를 소비하는 층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18) 

3. '청소년=대중문화 생산 ․ 소비 주체' 규정방식

1990년  말에 서서히 청소년을 문화의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주체로 

보려는 담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청소년을 하나의 단일한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다

양한 범주로 그들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며, 청소년을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

17) 를 들면 “청소년 용 놀이마당의 발 방향에 한 연구”(김정명 외, 1991), “청소년 수련거리 실태조사 

 개발방향 연구”(박명윤 외, 1992), “청소년수련터  실태조사와 소요실태 분석에 한 연구”(도종수, 

1992),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한승희 외, 1992), “청소년 수련지구  용 활동 운

에 한 연구”(도종수 외, 1993)들이다.

18) 소비의 주체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미디어 담론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세 는 1988년 한국일보의 

연재기사 시리즈에서 비롯되어 민주화 이후 톡톡 튀는 소비세 를 규정하 으며(주은우, 1994), X세 라는 

규정은 1994년 화장품 고 ‘트  X' 고에서 인용되면서 주로 사용되었다(최이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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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보려는 담론이다. 표 으로 조한혜정(1999)은 국민이 단일한 범주가 아니라 다양한 범

주이듯이 청소년도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며, 시민이며, 문화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보

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을 단지 문화를 일방 으로 수용하고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

인 존재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문화는 그들의 요한 삶의 공간이며 생생한 체험을 하는 

공간이며, 청소년들은 이들 문화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를 스스로 주체 으로 형성하

며 만들어 가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문화의 향유를 넘어 매체에 드러

난 스타의 패션을 수용하면서 래 집단으로서의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유행을 형성하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최이숙, 2002). 따라서 이들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은 

문화의 소비 주체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로 변화되었다. 

더 이상 청소년에 한 담론은 뉴미디어와 매체에 의해 일방 으로 조종당해 그들의 상품

을 소비하는 상으로서의 청소년을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들은 학교 밖의 삶을 통

해 ‘내가 구인가’를 지속 으로 모색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각색하고 의미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체로서 서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방식에 해 주목하고, 나아가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성찰하도록 하는데 을 두고자 하려고 한다(정유성,1998; 서동진, 

2000; 조한혜정,1999;, 배은주,2004; 서덕희, 1999; 은희, 2000). 

청소년을 문화의 생산자이며 주체로 보는 담론들은 청소년을 수동  문화의 수용자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  제작을 경험하거나 작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심지어는 매

하는 문화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규정한다. 특히, 배은주(2004)는 청소년 센타에서 생

활하는 청소년들이 작업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며, 나아가 로젝트를 통해 자신

이 만든 명함이나 작품 등을 매하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 다. 이런 담론에서는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기 한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청소년을 그 자체의 집단으로 보려는 인식과 연

결시키려 한다. 즉, 청소년의 문화는 성인문화와의 동질성이라는 척도로 평가하고 단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삶과 문화, 개성이 들어있는 삶의 문화이다. 청소년을 문

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보는 담론에서 청소년이란 범주로 묶이기 이 의 한 인간, 한 

시민으로서 독립 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하는 존재로 규정하려 한다. 

Ⅵ. 결론

지 까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란 용어와 개념  범주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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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청소년이란 개념 범주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에 한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

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조선어사 』에서라는 것을 

잠정 으로 규명하 으며, 일상생활에서는 그 이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학계나 생활세계에 언제 등장했는지에 

해 탐색 으로 살펴보았을 뿐 정확하게 그 시 을 제시하지 못하 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

하고 청소년이란 단어가 이미 일제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도 서구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근 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주로서 청소년

을 개념화할 필요가 생겨 청소년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담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고찰해 으로써 청

소년에 한 규정방식의 변화가 사회문화  맥락과 매우 련이 깊다는 것을 구명하 다. 

학교교육이 인력양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던 시기에는 청소년을 주로 학생으로 규정함으

로써 노동 청소년을 근로 청소년으로 배제하 으며, 청년문화운동과 학생운동의 왕성하던 

시기에 학생이 청소년 범주에서 배제되기 시작하 다. 한 소비사회의 도래로 청소

년은 문화의 소비자로 규정되고, 이후 청소년을 문화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규정

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청소년 규정방식의 변화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의 변화에

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을 규정하는 방식이 청소년 담론의 변화

와 한 련을 맺고 있다는 을 보여 으로써, 청소년 이해 교육 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 설정에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청소년을 문화의 소비자, 생산자로서만이 아니라 극 으로 학습자로서 조명할 것을 요청

한다. 즉, 학교안 에서 학습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존재로 청소년을 볼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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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ing Study on the Use of 'Youth' and the 

Way of Definition in the Discourse on Youth

19)Lee, Hyesook*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n a term of 'youth' was used and how the discourse on 

youth have changed in our society. To achieve these aims, I searched for documents on the 

subject.

People used together the term of cheongchunsoyon(child), soyon(boy), cheongnyon 

(adolescence) in 1910-40's. It is Chosuneosazeon(The Korean dictionary) in 1940 that a term 

of youth is given in the dictionary. From this fact, I can guess that a word of youth was used 

in 1930's.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 of the discourse on youth. It is three. First, it is the discourse 

that one consider the term of youth equal to the term of the student. Second, it is the 

perspective regarding youth as the consumer. Third, it is a point of view youth is the 

producer-consumer. In summar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notion on youth have a close 

relevance to sociocultural context. 

 

Key words: youth, adolescence, child, discourse on youth, notion, category. way of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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