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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사회적 문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제(policy agenda)가 정부의제로 채택되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

업(이하 청년수당)이 도입되기까지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

다. 특히 의제설정과정에서 내부 주도집단인 서울혁신기획관과 외

부 주도집단인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의 활동보조금을 최대 6

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청년정책의 범위를 일

자리를 넘어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

만, 청년수당의 정책적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될 수 있던 배경에는 청년정책을 강

력하게 지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의지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청년정책을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의제

로 삼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청년정책담당관 신

설, 청년정책 논의 기구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 등을 추진하였

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였는데, 청년정책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서 청년 당사자가 

제안하는 정책을 행정이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이런 정책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간사 등으로 참여하며 서울시 청

년정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년유니온은 2015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저소득 근로빈곤층 청년에게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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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을 발표하였는

데, 이것이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가 되었다.

 청년정책의 정책결정자였던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형 실업부조가 

행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형 실

업부조는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2015년 3월 30일)와 제1차 일자리

분과 회의(2015년 5월 18일), 이외 비공식적 논의를 거쳐 청년수당

으로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이 일자

리를 넘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향해야한다는 데에 거버넌

스 참여자 간 합의를 이루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에 반대하거나 도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서울시 공

무원, 서울시의원 등을 설득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형 실업부조는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과제로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수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급여항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구직 활동을 포함한 청년이 다

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년수당의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청년수당은 정책과정에서 크게 두 번의 조정이 있었다. 첫 번째

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 협의를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에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으로 수정한 것이

다. 이후 공중의제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지원 범위

를 구직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활동으로 변경한 것이 두 번째 조정

이다. 청년수당 도입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현금 지원은 

정책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었고, 오히려 

구직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자 및 주도집단이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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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의를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Cobb, 

Ross와 Ross(1976)의 동원형 모델의 경로를 따르고 있으나 정책결

정과정은 정부 내부로 편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한 외부주도형

에 가깝다. 청년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박원순 서울시

장, 내·외부 주도집단이었던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유니온은 모

두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내부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행

정조직의 내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정부 외부 집단의 문제의

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외부 주도

집단이 정부 내부로 들어가 행정조직이 청년문제와 청년수당을 정

부의제로 삼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수당은 정부 내부로 편

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해 행정조직에 ‘강요된 정책문제’인 

것이다(Hirschman, 1975).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외부 주도집단인 소규모 시민단체

가 정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정부의제

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에 있어서 주도집단 

및 정책과정 참여자 간 관계, 협의 과정 등 긴밀한 의사결정 과정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 정책의제설정과

정은 참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한 정책 결정들이 만

들어지기 때문이다. 

주요어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정책, 청년수당 도입, 

청년수당 정책의제설정과정, 청년수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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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누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의제를 정책결정자의 결재판 위에 올려놓는

가. Cobb, Ross와 Ross(1976)가 누가 정책의제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

지는 의제설정과정을 설명했다면, Cobb과 Elder(1983)는 사회문제가 정부

의 정책적 고려사항에 포함되는 단계를 연구하였다.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는 위의 두 가지 이론은 모두 새로운 의제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지

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데에 기인한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여러 

정책결정을 내려야하는 정책결정자는 기존에 다루어졌던 익숙한 의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사회문제일수록 정책적으로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새로운 쟁점이 정책결정자의 고려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Cobb & Elder, 1983). 

 청년 일자리 문제는 Cobb과 Elder(1983)가 이야기하는 ‘오래된 사회문

제’이자 정책결정자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빠진 적이 없는 정책의제이

다.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 동안 매정부마다 대대적으로 발표되었던 청

년 일자리 정책이 이를 증명한다. 1990년대 줄곧 2~3%를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12.2%로 급상승하였다. 유래 없이 치솟

은 청년실업률은 처음으로 우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정책지원 대상에 편

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막 사회에 진입한 20~30대의 일자리 문제

를 청년문제로 정의하였고 청년정책은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귀결되었

다. 청년정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

년 고용 촉진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는 정부가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에 국한하여 다루어왔음을 보여준다.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인 측면으로 확장했을 때의 청년문제는 기존에 다

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의제로 변화한다. 사회적 관계의 고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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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활동의 저하, 도시빈곤층으로서의 청년 등 어디까지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청년의 문제인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까지 정부가 지원해

야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청년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가.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은 문제 정의, 정책 대상과 정책 수단의 

설정까지 청년 일자리 정책과 모든 면에서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청년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제로서 청년

문제를 다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계층의 다

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정책목표 측면에서 기

존 청년정책이 청년 고용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과 분명한 차이

가 나타난다. 정책목표의 차이는 정책수단의 차이로 이어진다. 청년수당

은 청년에게 매월 현금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데, 기존 청년정책이 청년이 아닌 기업(일자리 공급자)에 임금을 직

접 지원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사실상 ‘조건 없는 현금1)’을 지급함에 

따라 정책 타당성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며 정책 효과는 정성적·정량

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상

당 기간 고용 촉진 정책의 틀에서 대동소이하였던 청년정책의 영역을 일

자리를 넘어 청년계층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확장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로서의 청년문제라는 새로운 의제가 정부의제로 채

택되어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정

책의제설정과정의 각 단계별로(Cobb &　Elder, 1983) 정책결정자를 비롯

한 내부 주도집단과 청년단체 등 외부 주도집단(Cobb, Ross & Ross, 

1)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사용처를 교재구입비, 수강료, 응시료, 재료구입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뿐 아니라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기타 간접비용
을 포함하였다. 단, 서울시는 유흥주점, 현금성 금융상품(펀드, 주식, 대출금 
상환, 적금 등), 예금, 물품구매 등 기타 재산 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하여는 청년수당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
는 사실상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이 조건 없이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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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이 청년수당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제가 정부의제가 되어 실제 정

책으로 도입되기까지 필요한 정책 환경과 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공중의제(public 

agenda),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의 위치에 있던 시기를 구분하

고, 각 정책 과정에서 주도집단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과 동일시되었던 청년문제는 2010년대에 

들어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 동안 청년

실업 이외에도 반값등록금운동, 학자금 대출 문제, 월세 및 임대료 상승

과 관련된 청년 주거 문제 등이 이슈화 되면서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 도입을 논의하

기 시작한 2015년 이전까지를 사회적 쟁점 시기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원형 모델로 정부의제 시기가 공중의제 시기보다 

앞선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상위 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한 2015년 11월 

5일까지를 정부의제 시기로 보았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청년정책 논

의 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에 서울시 내부 관계자

와 외부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를 참여시켰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내외

부 주도집단은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서울시 관계 부서, 시

의회,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참여하여 청년수당 정책의 세부 내용을 조정

하였다.

 공중의제 시기는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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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집행된 2016년 7월까지이다. 청년수당은 추진 계획

이 발표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집행 반대2)가 있었으며, 이 과정

에서 청년수당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정책 부작용 등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일었다. 

사회문제

(2010년~2014년)

▶

정부의제

(2015년 1월 ~11월*)

▶

공중의제

(2015년11월

~2016년7월**)

- 일자리, 등록금, 

주거 등 청년 문제 

대두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단체 

advocacy 활동 시작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 비공식적 정책 협의

-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계획 발표 및 

시범사업 실시 발표

- 청년수당 관련 

보건복지부 갈등 

발생

-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계획을 발표한 시점

** 서울시가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한 시점

<표 1-1> 연구의 시간적 범위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도입되기까지의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서 단계별 주요 정책 결정과 내·외부 주도집단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청년수당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논의되고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 주도집단은 청년수당의 

2) 2015년 11월 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
을 밝혀온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 재의를 요구하였고(2015년 12월 30
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2016년 6월 15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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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였던 당시 서울혁신기획관을, 외부 주도집단은 청년수당 정책

을 최초로 서울시에 제안하고 청년 당사자를 대변하였던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회적 쟁점 단계에서는 청년문제가 사회문제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진

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제 단계에서는 최초로 논의되었

던 청년수당 정책 제안이 2015년 11월 5일 최종 발표된 청년수당 추진계

획으로 변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제 단계에서 발생한 

주요 정책 결정과 이유, 정책 결정의 주도집단을 확인하였다. 공중의제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수당 정책이 수정되는 과정

을 연구하였다. 2015년 11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하였던 청년수당 추진계

획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고 2016년 시범사업으로 확정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과 이로 인해 최종 집행된 청년수당 정책이 어

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았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Cobb, Ross와 Ross(1976)과 Cobb과 Elder(1983)의 정책의제설

정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사례의 정책의

제설정과정을 연구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청년수당(안)과 주

요 쟁점, 정책 과정 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정보공개포털인 정

보공개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수당 관련 

회의록(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회의록 등), 부서 검토 결재 문서, 청년수당 사업계획서 등의 원문을 확

인하였다. 일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 서울시에 정보공개청

구를 요청하여 개인정보 등이 삭제된 원문을 제공 받아 연구에 사용하였

다.  

 내·외부 주도집단의 역할 및 비공식적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



- 6 -

해 청년수당 정책 과정에서의 내·외부 주도집단을 인터뷰하였다. 내부 

주도집단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결정자 역할을 하였던 서울혁신기획

관을, 외부 주도집단은 청년수당 정책을 최초로 서울시에 제안하고, 정

책 수정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였던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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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례 개관 및 선행연구

제 1 절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정

책이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5일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0 서

울형 청년보장(Seoul Youth Guarantee)”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청년수당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세대를 ‘이행기 청년’으로 재정의하

고 일자리 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을 지향하였다. 우선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청년정책과 달리 “인생주기 제4국면

으로서의 ‘청년기’를 설정하고,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개념 

설정을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입하는 ‘이행기 청년’(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 2018)”으로 정의하였다. 청년의 생애

주기를 교육 이후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청년정책

은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

과 취업 사이 공백기에 있는 청년의 ‘이행기’,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

더라도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다면, 청년세대는 구

직활동 지원 이외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이행기 청년’을 내세운 것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청년

의 사회활동 침체,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높은 부채와 낮은 소득 등

의 청년문제를 정책의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표방하며 청년에게 일자

리뿐만 아니라 설자리(사회활동), 살자리(주거), 놀자리(청년활동 기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게 된 것이다3). 

3)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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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신설(변경)필요성

취업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층에게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

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신설/변경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만 19~29세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

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정량적 지표와 활동

계획서 심사로 선정

대상규모 3,0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지급(카드사용 원칙)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지급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면접 포함)→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

소요 

재원

총규모 90억 원

재원별 규모 서울시 자체예산

출처: 신현두, 박순종(2018) 인용

<표 2-1>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

역량강화(설자리),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전망 구축(일자리), 청년주거 및 생
활안정 지원(살자리), 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놀자리)이다. 



- 9 -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사회안전망이자 이행기 청년을 지원하는 서

울시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보건복지

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구직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일부 수정되었으나, 본질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의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데에 정책 방향이 맞춰

져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획일화 된 직업훈련이나 취업 교육

을 탈피하여 청년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4). 시범사업 당시 지원대상의 가구소득을 제한하지 않아 고소득 

가구의 청년이 청년수당을 지원받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 2017년부터는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수

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소득, 미취업기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고, 활동계획서 둥을 검토하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진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선정된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의 현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50만원이란 수당

을 지급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선정된 청

년들의 커뮤니티 지원,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등

을 제공한다.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은 3,0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목표치의 94.4%인 2,831명에게 2016년 7월 청년수당 50만원을 지

급하였다. 2016년 청년수당 전체 사업 예산은 90억으로 청년수당은 75억 

4) 본 연구는 청년수당 정책의 주요 내용을 2016년 실시된 서울시 청년수당 시
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지원 대상에 대해 일부 조건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
다. 예를 들어 2018년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청년
을 대상으로 하였고, 나이 기준은 34세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미
취업 기간이 30대 초반까지 늘어난 상황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 대상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2016년 시범사업 이후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
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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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였으나 2016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청년수당 예산 집행률은 18.9%(약 14 억 원)에 그쳤다.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9,000,000 2,358,878 26.2%

기타보상금

(청년수당)
7,500,000 1,415,500 18.9%

‘16.8. 직권취소로 

지급중단

민간위탁금 1,000,000   844,878 84.5%

사무관리비   500,000    98,500 19.7%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2-2>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 예산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청년수당을 구

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청년수당이 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의 역할을 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

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청년수당이 

대부분 구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의 생

활비 사용비율은 22.3%로 나타났는데, 생활비 사용비율도 가구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사회로부터 관

심과 지원을 받았다(82.5%)”,“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71.3%)” 

등 사업 참여 전후 인식변화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는 청년수당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2017년 지원 대상 5,000명, 2018년 7,000명으로 청년수당

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22년까지 8,000명 규모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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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천명 5천명 7천명 5천명 6천명 7천명 8천명

*2019년 기준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계획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대상과 사업 목적은 도입 과정에서 다소 변화하

였으나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활동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5일 청년수당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으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졸업유예,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

비용”이라고 밝혔다(서울시 보도자료, 2015.11.5.).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

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층”에

게 “구직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참여”에 대한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과 목적을 일부 조정하여 2016년 시범사업을 집행하였다. 그

러나 보건복지부가 2016년 8월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중단되었다. 2017년까지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인 협의를 진행하여5) 청년수당 사업을 재개하였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9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취업 청년층에게 활동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바로 청년

수당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다. 기존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

5) 서울시는 사회보장 신설·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서를 제출하고(2017년 
1월 3일) 4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루었다(2017년 4월 7일).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도 업무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정부 사업 참여자 중복문제, 실업급여 수급여부 
확인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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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

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수당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청년정책은 일관되게 일자리의 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리

고, 정책대상인 청년에게는 직업훈련을 제공해왔다. 노무현 정부(2003

년~2007년)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

금’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6).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는 정부

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

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인턴제이다. 2008년 8월 발표한 ‘청

년고용 촉진대책’은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

하고, 정사원 채용 시 6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를 발표하였다. 2009년 3월 내놓은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2008년 8월 

발표한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4월)에서 발표한 청년 고용 대

책은 총 6번으로 매년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청년정책은 중요한 정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

리의 양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임금

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5.7.)”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채용

하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

하여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년 일자리 정책은 

기업에 임금 및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했다. 매 정부마다 평생교육능력개발계획, 작업능력개발체제, 

6)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단, 제조업은 12
개월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13 -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 2003년~2007년 2008년~2012년 2013년~2017년4월

정책 

목표

양극화 해소

고양 친화적 성장

국가고용지원서비

스

세계금융위기 극복

선취업 후진학

국가고용전략회의

맞춤형 고용·복지

설치

기구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

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

위원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주요

특징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고용정보센터 

확충

- ‘잡넷’ 운영

- 평생교육능력개발

  계획 수립

- 고용장려금 지급

- 작업능력개발체제

- 산학연계 체제 

구축

- 평생학습체계 

확립

- 해외취업·창업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고졸자 취업 

기회 확대

- 맞춤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 청년 해외진출 

지원

- 해외취업장려금

<표 2-4> 역대 정부별 청년정책 비교 

직업훈련·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직업훈련이 도

입되었다.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공급자에게 직접지원(임금), 정책 대

상인 청년에게 간접지원(직업훈련)을 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일자리

의 수요자이자 정책 대상인 청년에게 수당을 직접 제공한다.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공급자를 지원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기

존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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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대책 

추진

현황

-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2003. 9.)

-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5. 1.)

- 해외 취업 촉진 

대책(2006. 3.)

-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 

촉진 대책 (2006. 

4.)

- 청년 실업 보완 

대책(2007. 4.)

-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계획(2008. 4.)

- 청년 고용 촉진

  대책(2008. 8.)

- 청년 고용 추가

  대책(2009. 3.)

- 청년·중기 

미스매치

  해소(2009. 2.)

- 청년 내일 

만들기 1차(2010. 

10.), 2차 (2011. 

5.)

-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2013. 10)

-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2013. 12.)

-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2014. 4.)

-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2014. 

12.)

-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2015. 

8.)

-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2016. 4.)

출처: 이윤주, 김기헌, 하형석, 손원빈 (2017) 재인용

제 2 절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선행연구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수당이 현재 단계에서 지니는 함의와 쟁점이다(김성희, 

2016; 김태완, 최준영, 2017; 이권능, 2018;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청년수당은 현재 불안정 노동에 취약한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정

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김성희, 2016; 이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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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성희(2016)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보장제도로서 청년수당이 향

후 국가 제도로 실현할 실업부조제의 원형이자 사회임금(Social Wage)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구직이 아니

라 사회활동까지 넓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집행 과

정에서는 취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생활 보장에 초

점을 둔 청년수당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권능(2018)은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에 반해 복지선진국은 건강,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주요한 욕구가 사회

안전망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복지선진국이 그러하

듯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수당이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는 시민으로서 청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

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의 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불안정 노동시장과 청년들의 소득불안정성,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에 미가입 된 청년층의 높은 비율 등을 고려하

여 한국에서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논의되어야 하며 청년

수당이 그 사례이자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김태완, 최준영(2017)은 청년이 겪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수

당이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빈곤층은 

우리나라의 주요 복지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경

우가 많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의 낙인

효과로 인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김태완, 최준영

(2017)은 빈곤청년을 위한 소득 지원 또는 소득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위의 연구들은 불안정한 청년의 삶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청년수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

안정노동 문제를 넘어 빈곤층으로서의 청년이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결되지 않는 고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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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처한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청

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긍정

적인 평가는 이명현(2016)과 일치한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청년배당을 사회정의 실천으로 이해하였는데, 청년수당도 마찬가

지로 불안정한 경제·사회적 위치의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수당 도입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논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청

년수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서울시 청년수당의 함의 또는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발표된 바가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명현(2016)의 연구를 통

해 간접적으로 청년수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명현

(2016)은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도입 과정에서의 반대 입장을 분석하였

는데, 이들은 청년배당을 정책수단으로서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으로 이해했다. 반대 입장에서 청년배당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

고, 정책수단으로서 모호하거나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청년수당의 함의 이외에 청년수당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책과정에 대

한 연구가 있다. 신현두, 박순종(2018)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신

현두, 박순종(2018)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갈등은 집권 여당과의 갈등

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법·제도적 해석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에 속한 청년까지도 정책대상으

로 삼은 것과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광범위하

게 인정함에 따라 정책 타당성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으며 정책효과는 

정성적·정량적으로 성과에 기반하여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

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집행된 정책으로 정책 효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 및 분석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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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분석틀

제 1 절 Cobb, Ross와 Ross(1976) 정책의제 설정모델

 Cobb, Ross와 Ross(1976)는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모델을 3가

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이다. 외

부주도형에서는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사회적 쟁점화한다. 

이후 주도집단은 사회문제를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정부가 정부의제로 채

택하도록 한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03). 이론적으

로 사회문제가 쟁점화되고 공중의제와 정부의제가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나, 쟁점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는 일부 단계를 뛰어넘거나 정부의제

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외부주도형에서는 정부가 해당 의제를 정부

의제로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대중이 해당 의제에 

동의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중의제로의 이슈 확산

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이다. 이 경우 정부 내의 정책결정

자가 주도하여 정부의제를 만드는 모델로, 정치지도자들이 사회문제를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한다. 동원형 모델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달리 정부

의제로 채택된 뒤 공중의제에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의제를 공중의제화한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적인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책의제 설정모델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에는 선진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치지도자

가 정부의제를 채택했을지라도 일반 국민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제의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하는 사례도 가능하기 때문이

다. 

 세 번째는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이다. 정책결정자나 관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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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는 의제설정과정을 의

미한다. 이들은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부의제에 진입

시킨다. 이 경우 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리고 의제를 정부의제화한다는 점

에서 동원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내부 관료에 의해 의제가 주도된다

는 것과 정책결정 이후 공중의제로 의제를 확산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림 3-1] 정책의제 설정모델 및 경로(Cobb, Ross와 Ro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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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obb과 Elder(1983) 정책의제설정과정

 어떤 사회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어떤 사회문제는 그

렇지 못하다. Cobb과 Elder(1983)는 쟁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의사결

정자의 관심을 얻게 되는지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 Cobb과 Elder(1983)는 

사회적 쟁점이 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bb과 Elder(1983)는 어떤 쟁점이 

정책결정자에 의해 중요한 정책의제로 간주되느냐는 정책결정자의 관심

사, 정책 주도집단이 가진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진

다고 설명한다. 

 정책결정자가 고려할 수 있는 쟁점과 결정대안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될 수는 없다. 특히 정부조직이 

가진 이념적인 편향성은 정책결정자의 관심사를 더욱 제한한다. 이 편향

성으로 인해 모든 형태의 정치조직들은 어떤 사회적 갈등을 이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사회체계

(system)의 관성은 기존의 지배적인 편견들을 고착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편견이 바뀌기 어렵게 만든다. Cobb과 Elder(1983)는 이런 특성

으로 인하여 오래된 쟁점들이 언제나 정책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조직들이 제한된 쟁점과 대안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정치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제 형성과

정에서의 불평등은 필연적이다. Cobb과 Elder(1983)는 어떤 사회든 정책

을 결정하는 과정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접근성의 

배분이 본질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일부 사

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 보았다. 

 정책과정에 배제되는 집단은 어떤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앞서 정책결정

자에 의해 논의되는 쟁점과 정책대안이 제한되는 문제에 주목해야한다. 

그들의 필요가 정책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문제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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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로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Cobb과 

Elder(1983)는 정책과정에서의 배제집단이 불만을 결집하고 그러한 불만

을 의사결정자에게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즉 그들이 겪는 사회적문제를 

쟁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제 설정이론을 

연구하였다. 

 Cobb과 Elder(1983)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촉발장치로 인해 창출된 

사회적 쟁점이 정부의제로서의 지위를 얻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문제(social problem),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공중의제(public 

agenda),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구분하였다.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정부의제

특정공중: 

동일시 

집단

특정공중: 

주의집단 

일반대중:

주의공중

일반대중: 

일반공중

[그림 3-2] Cobb과 Elder(1983)의 정책의제설정과정 

 사회문제(social problem)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촉발장치에 따라 사회문제가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 

갈등이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절차적 또는 실체적인 문제에 대

해서 두 개 이상의 확인 가능한 집단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다. 사회적 

갈등이란 둘 이상의 단위들 간에 존재하는 특정한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집단 간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데 정부는 자원 배분과 갈등 관리의 역할, 즉 사회

적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갈등관리에 있어서 

정책 의사결정자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념적 편향, 제한된 정보와 

시간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제3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서 공공정책의 쟁점이 발생한다. 

 사회적 쟁점(social issue)의 형성은 주도자와 촉발장치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여하에 달려있다. 먼저 Cobb과 Elder(1983)는 쟁점을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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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자원의 분배가 불리하게 편재

(bias)되어 있다고 지각한 경쟁적인 당사자들의 한편이 쟁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 쟁점을 만들어내는 주도자들을 재동력자(再調整者: 

readjusters)라고 일컫는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쟁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선거 때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뜻밖의 사건으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쟁점을 만

들어내는 “상황적 반응자들(狀況的 反應者:circumstantial reactors)”이

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얻을 만한 지위나 자원들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음에도 쟁점을 창출하는 주도자들을 “선행자(do-gooder)”라 

부를 수 있다. 

구분 정의

재동력자

(readjusters)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불리하게 편재(偏在;bias)

되어 있다고 지각한 당사자

국회의원 등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쟁점을 만들어내

는 사람이나 집단

상황적 반응자들

(circumstantial 

reactors)

뜻밖의 사건으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쟁점을 만들어내는 주체

선행자(do-gooder)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얻을 만한 지위나 자원

들이 없지만 쟁점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주체

출처: Cobb과 Elder(1983)

<표 3-1> 사회적 쟁점(social issue)과 주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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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외적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s)는 주도자들에 의해서 규정

될 쟁점들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obb과 Elder(1983)는 촉

발장치를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적 촉발장치와 사회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외적 촉발장치로 분류하였다. 내적 촉발장치의 사례로는 천재

지변, 자연발생적인 폭동처럼 예기치 못한 인간에 의한 사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 변동, 자원 분

배에 있어서 실제적인 불평등, 인구 폭발, 이주와 같은 생태학적 변화 

등이 있다. 한편, 해당 국가가 개입하는 국제적인 군사적 폭력행위, 무기

기술의 혁신, 국제적인 갈등, 세계 협력 유형의 변화 등은 외적 촉발장

치에 해당한다.  

 Cobb과 Elder(1983)는 쟁점 구체성의 정도, 사회적 유의미성의 범위, 시

간적 적합성의 정도, 복합성의 정도, 범주적 전례, 쟁점 전달 속도가 사

회적 쟁점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 쟁점의 구체성이다. 쟁점이 모호하게 규정될수록 그것이 확

산된 공중에게 도달할 가망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이 보다 

더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규정될수록 그 쟁점이 규모가 큰 공중으로 

확산될 가망성은 커진다. 세 번째는 쟁점이 시간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

다고 규정될수록 그 쟁점이 규모가 큰 공중으로 확산될 기회는 커진다. 

네 번째는 복잡성이다. 쟁점이 비전문적이라고 규정될수록 그 쟁점이 규

모가 큰 공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커진다. 다섯 번째는 범주적 전례이

다. 과거에 어떤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느냐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떤 쟁점이 명료한 전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정될수록 그 쟁점이 

보다 큰 민중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진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문제이

다. 대중의 관심을 획득하려는 쟁점은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확산이 용이

하다. 

 공중의제(public agenda)는 공공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면서 동시에 기존 정부의 정당한 관할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이다. 

사회적 쟁점이 공중의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관심 혹은 적어

도 광범위한 인지(awareness)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유형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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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공중이 공동관심사

(shared concern)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문제가 어떤 단위의 정부 조직

에 적합한 관심사이며 그 단위의 권한의 영역 안에 속한다는 공유된 관

념(shared perception) 등이 있어야 한다. 즉, 이 쟁점의 해결을 위한 조

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생각해야하며 또한 그 

조치가 정부의 영역 내에 있어야 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공중의제를 정부의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슈 확산 전략(issue 

expansion strategy)이 필요하다(Cobb & Elder, 1983). 이슈 확산 전략에

는 상징의 활용과 매스미디어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쟁점

(social issues)이 효과적으로 정부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의 

지지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사결정자들은 대중의 요구가 높을수록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의 주도자들이 지지 집단을 얼

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의 성공 여부를 결정 짓

는다. 그러므로 의제 지지 집단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의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징과 매스미디어의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한

다. Cobb과 Elder(1983)는 미국에서 공산주의와 반미(反美)를 동일한 것

처럼 상징화하여 이슈를 확산시킨 사례를 들어 상징과 미사여구의 사용

이 이슈 확산에 본질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란 당국의 의사결정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고려대상으로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일련의 정책항목을 의미

한다. 즉,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

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라 할 수 있다(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

금·정광호; 2003). 지속적으로 정부의제화 되었던 문제는 습관적·주기

적으로 검토되는 반면 새로운 정책의제는 미리 정해진 규정을 가지고 있

지 않으므로 그것의 해석이나 전개에 있어서 융통성이 생길 수 있다. 

 Cobb과 Elder(1983)는 의사결정자들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의제는 늘  

과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된 의제가 우선권을 가지며 따라서 새

로운 쟁점들을 의제로 상정하기란 무척 어렵다고 설명한다. 의사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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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보다 오래된 문제들, 전통적으로 다루어졌던 정부의제를 다루는 데

에 친숙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의제가 새로 등장한 정부의제보다 더 많

은 관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이 공식의제의 최종적인 수호자들이기 때문에 어

떤 쟁점이 의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몇의 핵심적 의사

결정자들의 지지를 획득해야한다. 이때 어떤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보다 

접근력을 획득하는 데 훨씬 용이하며 따라서 자기들의 요구를 훨씬 더 

쉽게 의제에 상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반응성

(differential responsiveness)은 의사결정자가 특정한 집단에 빚을 지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그 집단의 성원으로 동일시하는 경우, 자원이 많은 

집단이 관여한 경우, 사회경제적 전략적 입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해관계

를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대기업 등),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집단인 경우

(의사 등) 등의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 

제 3 절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Cobb과 Elder(1983)의 정책의제설정이론에 따라 사회적 쟁점, 

정부의제, 공중의제 단계별로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과정을 연구

하였다. Cobb, Ross와 Ross(1976)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를 

비롯하여 정부 내부에서 의제를 주도하는 모델을 동원형으로, 시민단체 

등 정부 외부에서 주도하는 모델을 외부주도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Cobb, Ross와 Ross(1976)가 제시한 정책의제 설정모

델 중 동원형 모델에 해당함을 가정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한 내부 주도

집단과 외부 주도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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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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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정책의제설정과정 

제 1 절 사회적 쟁점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청년실업은 청년세대의 불안정 노동 고착화

와 청년빈곤의 심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주거, 사회활동 위축 

등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청년문제7)’라는 새로운 정책의제로 변화하

였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청년실업으로 

대두된 청년문제가 일자리, 주거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차원의 청년문제

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청년문제의 사회

적 쟁점 단계로 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세대가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청년실업이었다. 외환위기 직후 유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에도 9% 전후의 높은 수치가 

지속되었다. 1997년 청년실업자 수는 32.2만 명, 청년실업률8)은 5.7%였으

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청년실업자 수 65.5만 명, 청년실업률 12.2%

로 이는 직전 연도의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였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청년실업률은 7~8%로 하락하였으나 2013년 다시 8.0%대로 진입하였고 

이후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14년 9.0%, 2016

년 9.8%로 크게 수치가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통계청).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대까지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10년 동안의 지표만 살펴본다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

인 것이다. 

7) 류연미(2014)는 아동이 노동자가 아닌 보호되고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되는 역사적 과정에 빚대어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청년을 둘
러싼 사회경제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청년’은 
20~30대라는 생물학적 연령 집단이 아닌 청년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
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8)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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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복경(2016)은 우리사회에서 청년담론이 사회운동 주체로서의 청년에

서 2000년을 기점으로 실업 또는 구직자로서의 청년으로 변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청년’을 주제어로 한 뉴스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전까지 ‘청년’ 관련 빈도가 급증한 경우

는 선거시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담론이 주로 정당, 사회운동과 연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청년담론은 경제와 시장 측

면으로 옮겨져 ‘청년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는 우

리사회에서 청년세대가 1990년대까지 사회운동, 정치이념과 밀접하게 연

관되었다면,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경제 시장에서 실업 혹은 구직 대

상자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우리사회에서 진보, 혁신, 창

조와 같은 상징을 나타내던 청년세대가 2000년대 이후 불안정 노동

(precarious employment)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이자 경제적으로 약

자로 의미가 변화하였음(류연미, 2014)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으로 촉발된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실업률뿐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 불안정 노동환경 고착화, 결과적으로 청년빈곤과 평생 기대소득

의 감소 등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유형근(2015)은 단기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분석하였는데, 지표를 통해 청년

이 질 좋은 (decent) 일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2014년 기준 신규 채용되는 청년 임금근로자의 상용직(계약 기간 1년 이

상) 비중은 임시･일용직에 비해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정현상, 

2015).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층 비정규직은 34.6%였는데(한국노동

연구원, 2014), 청년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시

간제 근로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 청년의 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시간제 근로

자 중에 15~29세 청년 비중은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

연구원, 2014). 한편, 청년이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층 취업 기업이 영세

하다는 것도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낮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00인 이

상 중견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의 비중은 2006년 23.6%에서 

2013년 17.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내부자료). 



- 28 -

 청년 일자리 문제는 노동의 안정성, 소득, 노동조건에서 불평등하게 노

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더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2007년 발행된 책 제목이기

도 한 ‘88만원 세대’란 용어는 20~30대 청년의 불안정 노동과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던 청년 세대는 안타

깝게도 자신의 경제적 입지가 아버지 세대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것이다. 불안정 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

년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평생 기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의 삶의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불

안정노동자인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자금 대출 부담, 높은 주거비용 

등 청년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사회문제를 넘어 사회적 쟁점화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청년을 둘러싼 가장 큰 사회적 쟁점 중 하나는 반값등록

금이었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얻거나 불

안정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본

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5년 기준 82.1%(한국교육개발원, 2005)로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자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대다수의 청년이 겪는 현안이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등록

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 비율이 1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

고, 정부 지원 금액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자금의 부담은 지속적

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

록금을 10% 이상 올리면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

록금 인하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은 등록금 인하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007년 한나라당

은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와 10만 원 이하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

제제도를 도입하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고(매일경제, 2016.5.3.),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등록금 후불제’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청년들의 지속적인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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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5월 

반값등록금 집회를 시작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

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시위를 비롯하여 반값등록금 문제를 요구하는 청년과 시민단체

의 요구가 계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첫 번

째는 예산 문제이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추산한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원이며, 이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들의 실질 등

록금 부담액은 12조~13조 원이었다. 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최소 6조~6조5000억 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상당한 예산을 반값 

등록금에 사용하게 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게 될 것이라는 주장

이 있었다.

 두 번째는 반값 등록금 제도가 부실한 대학의 재정을 메우는 효과를 낳

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

르면 2010년 전국 189개 4년제 대학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70곳

(37%)에 이르렀는데 이런 대학의 등록금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경향신문, 2011.6.3.).

 반값등록금 이외에도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기도 했

다. 서울 청년가구의 월세 비율은 1990년 29.0%에서 2010년 45.5%로 크

게 증가하였으나(프레시안, 2014.9.22.)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청년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주거빈곤이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함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것을 포함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

의 경우 아이들을 포함한 주거빈곤 청년이 5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었는

데, 이는 서울 전체 청년층의 5/1이 이상이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서울시 청년허브, 2015).

 청년의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저소득,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나타나는 높

은 부채 비율,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고비용은 청년의 자립 기반을 약

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은 청년들이 생애

주기의 과업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서울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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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2015), 이런 청년세대의 상태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N포세대’이

다. 경향신문의 기획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청년실업 등의 문

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다는 것에서 ‘3

포세대’로 시작하였다가 이외에도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등

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N포세대’로 변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관

계없이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강예린, 2016). 

 청년문제가 단순히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정책적 해결이 필

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진입하면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악순

환이 심화되었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가 조직한 청년 시민

단체가 등장한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당사자 비영리

단체이자 사회적 협동조합인 ‘민달팽이유니온’, 국내 최초 세대 노동

조합이 된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청년 금융문제를 다루는 사회

적 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이 그 사례이다. 이들은 “청

년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운동의 구호로 활용하는 한편, 기성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이 제시해 온 청년문제의 정의와 접근방식을 비판

하고 이에 공감하는 당사자 집단을 조직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는 전략(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 2018)”을 

취하였다. 

 두 번째 일자리를 넘어선 청년문제라는 인식이 국회, 정책결정자 등에

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서복경, 2016).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법률에 

‘청년’이란 용어가 등장한 법안은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청년실업해

소 특별법」이다. 동법은 제2조(정의)에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취업을 

원하는’청년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를 기점으로 발의된 청년 법안들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범위가 변

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만한 법안은 「청년발전기본법안」이다. 19

대 국회에서는 세부 내용이 대동소이한 「청년발전기본법안」 3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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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었는데9), 법의 목적을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 동

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비록 3개의 「청년발전기본법안」

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권리로서 청년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담겼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 2 절 정부의제 

1.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수립 배경

 

 2010년대 초반은 청년 세대가 ‘88만원 세대’로 불림과 동시에 청년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반값등록금 요구 등 청

년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부의제로

서 청년문제는 여전히 ‘청년 일자리’문제에 국한되었다10). 

 서울시는 2011년부터 중요한 정책의제로서 청년정책에 주목하고 강력하

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배경에는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하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

력한 의지가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민선 5기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재선에 성공한 민선 6기는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9) 박기춘 의원 등이 발읜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9701호), 김상민 의
원 등이 제출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0709호), 김광진 의원 등이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 

10) 청년세대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청년발전기본법안」
이 2014년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의 청년문제는 정부의제로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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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참여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

해 조성한 정책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

후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삼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년도 내용

2012년 청년명예부시장 운영(7월), 청년일자리팀 신설(9월), 

2013년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4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9월),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정(10월)

2014년~

2015년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310명), 청년정책담당관 신설(1월), 

청년 기본 조례 제정(1월), 무중력지대 개관(2개소, 1월/4월)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 민선 5기·6기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경과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다루는 과정은 청년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한 민선 5기와 청년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한 민선 

6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청년정책 관련 민선 5기 서울시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회와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이하 청년허브)를 들 수 있다. 청년의회 신설은 정책 참여자

로서 청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년허브 개소는 실질

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집행 기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청년의회는 서울시의 청년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 청년이 직접 서울시

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공식 기구이다. 2011년 보궐선거 당선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의회’제도를 만들 것을 

약속하였고(서울시 청년허브, 2018), 2012년 청년명예부시장을 임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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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청년의회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하고 청년명

예부시장을 임명한 것은 서울시장이 청년정책을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청년의회와 청년명예부시장을 둠으로써 정책 참여자로서 청년을 강조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선 5기 청년의회와 청년명예부시장 제

도는 이들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는 효능감, 행정적 강제력은 강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청년정책의 집행 기관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청년

허브)가 개소하였다. 청년허브는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집행·확산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설치한 지원조직이다. 2012년 4월 청년허브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 10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청년일자

리허브 위탁운영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며, 2013년 4월 청년허브가 정식 

개관하였다(청년허브, 2018). 청년허브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과정 참여를 

강조한 거버넌스 모델에 기반한 서울시의 청년정책 집행 기관이라는 특

징을 가진다. 청년허브는 스스로 2013년 개소 이후 “다양한 청년커뮤니

티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청년정책의 정치과정 투입을 가능하

게 만(청년허브, 2018)”드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

도록 하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다11).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형성된 

청년 커뮤니티가 제안한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정책 논의 기구인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운영을 지원했

다.

 민선 5기가 청년 당사자 정책 참여 기구와 청년정책 집행기관을 마련하

는 등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민선 6기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기였다. 우선 민선 6기 서울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구상은 2014년 11월에 발표된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위 계획에서 서울시는 일자리 분야의 추진과제로서 ‘청

년정책 강화’를 포함시켰는데,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일자리를 넘어선 

11) 2014년 청년허브는 중점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
티를 지원하는 ‘청년참’ 사업으로 239개팀(약1,300명)을 지원하였다. (서울
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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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 및 청년 거버넌스 체제 구현’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4). 

이런 민선 6기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일자리

를 넘어선 청년정책을 상징하는 ‘청년활동공간(청년청 및 무중력지

대)’설치·운영 정책과 청년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는 청년 거버넌스 조

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청년활동공간인 ‘청년청’과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정책

은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문화, 주거 등 각 분야별 청년

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공간조성 정책은 4년 

동안 청년정책 전체 예산의 90% 이상인 약 225억의 예산 투입 계획이 

있던 정책으로 청년정책의 핵심 추진과제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정

책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청년활동

공간인 ‘청년청’은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각 분야별 청년문제

를 청년 스스로 발굴하고 혁신적 해법을 시험할 수 있는 청년주도의 공

간(서울시 내부자료)”이다. 한편, ‘무중력지대’는 “청년의 활동을 지

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장”하는 청년활동공간으로 조성되

었는데,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청년을 구속하는 사회

적 중력12)”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1곳이었던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는 2018년 8개13)로 증가

하였으며, ‘청년청’은 시장 요청사항14)을 반영하여 2015년에 개소하였

다. 

12)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welcome
13) 시정운영계획은 2018년까지 ‘무중력지대’를 5곳으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곳에 설치되어 2018년 기준 무중력지대가 있는 서울 내 자
치구는 금천구, 대방, 성북, 서대문, 도봉, 양천, 광진, 강남이다. 

14) 청년청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근
거하여 2015년에 조성된 청년공간이다. “전세계 청년들이 몰려들어 상주하
면서 놀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조성”하고
자 했던 시장요청사항(2015.3.12.)이 반영되었다.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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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원)

주요사업 투자계획

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4,824 4,065 4,019 5,050 5,770 5,920

청년청 및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22,598 3,858 3,629 4,600 5,200 5,300

청년정책과 신설 및 

협치 기반 마련
-

청년의무고용제 

시행 및 구인구직 

매칭 강화

1,030 130 200 200 250 250

청년층의 

노동권익보호 및 

복지강화

1,207 77 190 250 320 370

출처: 서울시(2014)

<표 4-2> 민선 6기 청년정책 연차별 투자계획

 두 번째 추진과제인 ‘청년정책 협치 기반’은 청년정책을 담당할 청년

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이전까지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맡고 있었다면, 민선 6기부터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일자리를 넘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자 하였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가 정책과정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었다. 첫 번째는 청년정책위원회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서

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청년정책을 심의·조

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촉직의 1/3을 청년 당사자로 구성하도록 정해

져 있다. 이는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 논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

도록 한 것으로 청년수당 논의 시에도 청년단체의 활동가들이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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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공식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청년 당사자 참여 장치는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

년정책네트워크)’이다15).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들이 모

여 청년정책을 논의하고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청년 당사자 정

책기구이다. 서울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

한 정책을 개발·논의하고 시는 이를 검토․실행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

축하고자 했다(서울시 보도자료, 2013.7.24.).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각 분야

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만 19세~39세)이 모여 청년일자리 관련 이슈뿐

만 아니라 청년문화·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종합마스터

플랜 수립에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였다. 2013년 발족한 

제1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총 249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일자

리·문화·복지·주거 8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서울시에 제안하였다

(서울시, 2013.8.16.).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가 서울시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

산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주체로서 청년이 등장하였다는 

데에 상징성을 가진다. 청년정책이 민선 5·6기 서울시의 주요 혁신 정

책 중 하나였던 만큼 서울시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최종 제안한 정

책제안은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각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부서에서 검

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었던 2015

15) 청년 당사자의 정책과정 참여라는 측면에서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 그룹의 
조직화 문제에 봉착한다. 이익이나 의견을 매개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 때에 정부가 협력할 민간주체를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정부는 
전통적인 관 주도 형태의 정책결정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을 정책과정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추상적 시민’이 아닌 현실의 ‘구체적 시민’을 정책과정에 참여
하게 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서복경, 2016). 청년 당사자그룹으로 청
년유니온(노동), 민달팽이유니온(주거) 등 대표적인 청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외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가 적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서울시
는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세대가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서
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해 직접 청년 조직화에 앞장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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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당시 2014년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6개의 정책과제 

중 5개를 제외한 11개의 정책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 또는 실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내부자료).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당사자가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

라 청년 당사자의 제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이런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은 청년수당(안)이 최초로 공식적

으로 논의되었던 2015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나타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

회, 청년정책과가 만들어 지는 이 시기는 초창기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예산이든 정책이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서울시 내부자료)”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

책 수립의 단순 참여자가 아닌 정책과정의 주체가 될 것과 청년의 제안

을 행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정책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예산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이후 청년정

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4년 650억 수준이었던 청년정책 예산은 

매년 증액되어 2018년에 이르러 2014년의 약 3.5배 수준인 2,220억 규모

로 확대되었다. 

단위: 백만원

소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청년정책 

예산
65,960 66,691 121,218 180,583 222,098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3> 서울시 청년정책 연도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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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수당 논의기구 및 주도집단

 

1) 논의기구

 

 서울시가 2015년 1월 제정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기본조

례)」는 “일자리를 넘어선 청년정책”이라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방향성

을 담은 조례이다. 「청년기본조례」와 이전 청년정책의 근거 조례인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의 목적 및 내용을 비교해보면 민선 6

기 청년정책 방향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청년기본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청년일자리조례」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의 대상을 미취업 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으

로 확장하였고 세부 시책으로 일자리 관련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 부

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활성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제6조16)는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

하였고, 제10조17)는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정하고 있어 청년

수당 정책의 근거 조례가 되었다. 

16)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17)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

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

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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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목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

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

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

대상 

및 

정의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

행령의 규정을 따름

-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

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름

-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정책

시책

-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청

년 고용 확대

-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고용관련 지표 제시 

- 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

시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

여 확대

-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청년의 부채 경감

- 청년의 생활안정

-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청년의 권리보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책 분야

출처: 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2018) 재구성

<표 4-4> 서울특별시 청년 관련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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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조례」제9조18)는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

의·조정·평가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서울시의 5개

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세부 실행과제였던 청년

수당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심의·평가 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 및 일자

리분과를 통해 주요 정책논의가 이루어졌다. 

 청년수당 도입이 논의된 2015년 청년정책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서울혁신기획관을 포함한 당연직 6명, 시의원 및 관

련 전문가, 청년 당사자가 포함된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청년정

책위원회는 「청년기본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구성 시 청년 당

사자를 5인 이상, 전체 청년정책위원회의 1/4 이상, 위촉직의 1/3 이상을 

청년 당사자로 구성해야 한다. 2015년 청년정책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위촉직 14명 중 6명을 청년 당사자로 구성하였다. 

 2015년 청년정책위원회는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3개의 분과를 두었다. 

각 분과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분과는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소관부서

와 협의를 진행하며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는데, 각 분과는 청년정책위원

회의 위원과 과제별 전문가 및 소관부서장,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허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3개 분과의 위원회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문별 대표

적인 청년단체 관계자가 분과의 간사를 맡음으로써 부문별 추진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일자리분과는 청년 노동조

합 ‘청년유니온’, 주거분과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비영

리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생활안정분과는 청년 금융 문제 관련 시민

단체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활동가가 각각 간사를 맡았다. 청년

18)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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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활동가들이 각 분과별 간사를 맡았다는 것은 청년정책 수립에 있

어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

과별 정책을 검토·실행해야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참여하였다. 이는 

청년 당사자의 정책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함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인 청년허브의 

관계자가 분과별로 참여하였다. 청년허브는 청년단체의 제안이 행정적으

로 집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특징을 요약

하면 청년정책위원회 각 분과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는 청년단

체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되 행정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조율·검

토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위원회

주

일자리분과 주거분과 생활안정분과

[그림 4-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 청년수당의 논의 기구는 청년정책위원회

와 위원회 하위 논의 기구인 일자리분과였다. 일자리분과의 역할은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수

당이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일자리분과에서 수립한 청년수당(안)을 심

의·승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5년 청년수당을 담당하였던 청년정책위

원회 일자리분과는 청년 당사자(3인)19), 서울시 의원(1인) 및 서울시 관계

자(2인), 청년허브(1인), 민간전문가(4인)로 구성되었다. 

19) 청년당사자 3인 중 2인은 청년유니온 소속 활동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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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청년

청년유니온 활동가

OO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청년정책네트워크정책위원, 청년유니온 활동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청년허브 청년허브 관계자

민간전문가

OO기업 사회문화팀 

前 OO정당 전국청년위원회 

OO 연구원

OO 연구원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표 4-5>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

2) 주도집단

 서울시 청년수당은 최초 정책(안)으로부터 수차례 조정 과정을 통해 최

종안이 확정되었다. 조정 과정은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분과 공식 회의

뿐 아니라 위원회의 핵심 참여자들 간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

다.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정에서 내부 주도집단과 외부 주

도집단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공식 회의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논

의 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수당의 정책결정을 주도하였다. 외부 주도집단

은 청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으로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정책 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내부 주도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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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기획관으로 설정하였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당시 청년정책의 총

괄 책임자이자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행정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1) 서울혁신기획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단행한 첫 조직 개편에서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을 신설하였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장 직속 조직으로 사

회혁신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을 상징하며, 동시에 사회혁신 

정책이 기획·집행되도록 하는 민선5·6기의 핵심 부서라 할 수 있다.  

 ‘사회혁신’은 민선5·6기의 대표적인 시정 철학 중 하나이다(서울연

구원, 2016).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시민단체 출신 시장으로서 취임 초기 기존 정치인 

또는 행정가가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행보를 보여줄 것을 대중으로부터 

요구 받았으며, 서울시정은 이에 사회혁신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로 있던 희망제작소는 ‘사회혁

신’을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적

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희망제작소, 2013)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사회에서의 ‘사회혁

신’ 담론을 서울시라는 거대한 행정에 적용하며, 취임 초기부터 행정에

서의 사회혁신 정책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회

혁신 시정철학을 기획·집행하였던 서울혁신기획관은 행정에서의 ‘사회

혁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혁신은 사회혁신이다. 사회 문제를 국가가 행정

의 힘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시장이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가나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할 

때, 다양한 해법들을 새롭게 찾아보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같은 조직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작게는 자유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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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찾을 수도 있다. … (중략)… 고령화 문제, 

지나친 경쟁, 도시빈민, 공해 등 도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

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또한 그 다음 서울의 비

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오마이뉴스, 2015.9.9.).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의 방향성은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과 민·관 거버

넌스를 통한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심야버스(올빼미 버스), 

여성안심택배,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회혁신 정책으로 집행하였다(서울연구

원, 2016). 이외에도 청년정책, 인권, 마을공동체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포함시켜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는 시민, 시민단체 등이 시정에 참여

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였다. 시민참여를 상징하는 서울시의 가

장 대표적인 행사는 ‘서울시정책박람회20)’로 일반 시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여 실무진인 실·국장급이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포괄적인 사회혁신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마을공동

체 등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회혁신 정책 전반

을 담당하였다. 서울혁신기획관 조직의 비전은 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②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실행 방안을 기획하며, 이를 위해 ③ 시민사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012년 신

설된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사회혁신담

당관, 인권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의 하위 부서를 두었

는데, 이들 부서의 특징은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민관협력, 청년정책 등 

기존 서울시 행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20)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실,국,국장, 관련 투자 출연 기관 직원에게 정책을 제
안하는 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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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의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5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과 청년지원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청년정책팀은 청년정책 기

본계획 수립과 청년보장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청년지원팀은 무

중력지대와 같은 청년공간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팀명 주요 업무

청년  

정책팀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청년보장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및 지도·감독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운영 및 관련조례 관리

- 청년혁신일자리사업

- 청소년 커리어코치 사업

- 청년청(가칭) 관리 및 공간 활성화 사업 실행

-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감독

- 청년정책 연구 및 실행사업 지원

청년

지원팀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및 지도·감독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신규 설치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및 지도·감독

- 청년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이자 지원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6> 2015년 기준 청년정책담당관 팀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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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세대별 노동조합21)”이자 국내에서 최초로 생긴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에 창립되었다. 청년유니온은 설립단계부터 학원강사, 제조업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 등 여러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던 청년 당사

자가 주축이 되었고, 불안정노동자로서의 청년세대를 단체의 정체성으로 

삼았다(유형근, 2015). 

 유형근(2015)은 청년 노동조합이 발생된 배경에는 청년층에 대한 “대

표권 갭”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권 갭이란 이해대변의 수요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조직이 공급되지 않는, 이해대변의 공

백 상태를 가리킨다. 노동시장에서 대표권 갭 문제는 특히 취약한 지위

에 놓여있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에게 공급제약이 더욱 심하게 나타

난다. 무노조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의 근무, 취업-실업-재취업 등 잦

은 이동, 청년들에 집중된 비정규 고용 등은 청년노동자가 대표권 갭을 

겪는 배경이 되었다. 불안정노동자로서 청년의 문제를 대변할 조직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단체에서 청년의 노동문제를 충족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청년노동자의 이해대변 단체로서 청년유니온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불안정노동자로서의 청년들을 위한 노동조합이란 정체성

에 걸맞게 청년의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 아르바이트·구직자·신입사원 

등 청년세대가 특히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노동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

결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 노동환경의 

최저임금 보장 운동, 피자업계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 커피전문점 유급 

휴일 수당 지급 운동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이다. 

 2010년 창립하였으나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청년유니온은 2013년 

서울시와 맺은 정책협약을 계기로 법적으로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

다. 이는 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로서 역할하

21)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http://youthunion.k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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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창립 이후 청년유니온은 전국 노조로 인

정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3차례 제출하였으나 반려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실업

자가 포함된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청년유니온은 설립은 되었으나 공식적인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 정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인 사회적 

교섭 대상으로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와 체결한 정

책협약은 청년유니온이 지방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교섭이며, 이후 이 교

섭을 계기로 2013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단위 법내 노동조합

으로서의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정책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사회적 교섭 대상으로서 지위를 얻은 청년유

니온은 서울시에 여러 정책을 제안하는 등 긴밀하게 서울시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다.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청년유니온은 2013년 1월 「서울특별

시-서울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 정책협약」 체결 시 서울시에 ‘청년구직

자 구직수당 지원’을 포함한 25개 정책을 제안하였다22). 또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

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의 흐름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

장된 서울시의 청년정책 거버넌스 안으로 수용되었다. 구직수당은 전통

적인 노동시장정책이나 청년정책의 맥락과 교차하면서, 그 교집합의 위

치에서 청년수당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이다(정준영, 2018).

3. 논의 과정 및 쟁점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책과정은 청년정책위원회 및 일자리분과의 공식적

22) 2013년 1월  「서울특별시-서울청년유니온 청년일자리 정책협약」과정에서 
청년유니온은 25개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청년구직자 구직수당 지원’등을 제외하고 15개의 정책만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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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의와 거버넌스 참여자 간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이 동시에 나타난다. 

공식적인 논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와 일자리분과는 청년수당(안)의 쟁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내·외부 주도집

단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협의를 통해 청년수당(안)을 지속적

으로 조정하였다. 

날짜 주요 추진 사항

2015년 2월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 연구’ 용역 진행

2015년 3월 30일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2015년 5월 18일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개최 

2015년 6월 5일 제2차 일자리분과 회의 개최 

2015년 7월 13일 제안과제 담당부서 실행계획 및 후속조치 요청

2015년 8월 청년수당(안) 법률검토 

2015년 10월 5일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2015년 11월 5일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계획 발표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4-7>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정 주요 추진 사항

1)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2015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이 청년

수당의 최초 정책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한 공식 회의였다. 박원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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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장은 본 회의에 위원장으로서 참석하여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청년정책이 서울시의 중

요 의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조례」 제정(2015년 1월) 이

후 최초로 열린 공식 회의이다. 총 19명의 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8명

(당연직 5명, 위촉직 13명)이 참석하였으며(서울시 내부자료), 위원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한 이례적인 회의이기도 했다.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의 주요 회의 안건은 2015년 2월부터 진행되었던 

청년정책 기획연구의 정책제언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정

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주요 회의 안건이었던 청년

정책 기획연구는 2015년 2월 서울시가 청년허브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해당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

획에 주요 과제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청년허브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였

다.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 연구23)’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 연구 용

역은 서울시 청년허브와 6명의 청년단체 활동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일자리, 주거, 금융 부문별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청

년유니온은 일자리 부문의 정책 제안을 맡아 최종 발표된 청년수당의 최

초 정책 아이디어인 서울형 실업부조를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23) 7명의 연구진 중 6명이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
였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각 분과는 해당 연구를 수행한 청년 당사자 그룹
이 참여하여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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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문 주거부문 생활안정

① 서울형 청년보장

(Youth Guarantee) 

제도: 우선 지원대

상 ( 비 진 학 청 년 , 

NEET 등)을 선정, 집

중 지원

② 서울형 일·학습병

행제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사업과 

뉴딜일자리 사업의 

결합을 통한 사업 

강화

③ 안정적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서울

형 실업부조 도입

① 관계문화가 있는 

공동체 주택공급 

및 다양한 주거실

험에 대한 지원 확

대

② 대학생 및 사회초년

생을 위한 민관협력 

STUDIO형 기숙사 

공급

③ 청년 1·2인 가구

의 주거공동체 활

성화 지원

① 위기청년을 위한 

문턱 낮은 지원을 

펼치는 자조금융 

‘서울형 청년그라민 

은행’ 설립

  - 서울시 청년부채 

경감 및 신용회

복 통합 지원 

프로세스 설계

② 경제적 자립을 위

한 청년층 특화 

생활 경제 교육 

및 상담의 내실

화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8>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검토 정책

 본 회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는 제1회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였던 서울형 실업부조가 처음

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서울형 실업부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본 회의를 통해 청년수당이 서울시의 정부의제로 

진입하였다. 

 두 번째는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청년정책을 단순 고

용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상향하여 청년문제를 해결(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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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비롯하여 주요 실국장이 참여하였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회의가 아닌 큰 틀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성격의 회의였다.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청년유니온 소속 활동가는 “청년문제를 단순 일자리 문제로 접

근하기 보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서울시 내

부자료)”하고, “청년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서울시 내부

자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 연구’는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사회정책 중심의 청년정책으

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해당 연구 용역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서울시 

민선 5기·6기 청년정책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였다.

 세 번째는 서울시의 최종 의사결정자라 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당사자의 정책 제안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설치·운영된 공식 논의기구이지

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24)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은 최종 의사결정자가 청

년정책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보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낸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예산이

든 정책이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서울시 내부자료)”이라고 당부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수립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청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청년이 제안한 정책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참여예산위원회처럼 참여예산 일부를 

내놓든, 별도로 예산을 내놓든 상당한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24) 실제로 서울시 165개 위원회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에 참석했던 위원
회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단 네 차례뿐이었다. 서울시에서 회의참석
명단을 제공하는 위원회 회의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1
회 청년정책위원회 이외 2015년 메르스 대책 협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안전
관리위원회 개최결과 종료(2015.6.10.), 제3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정
기회의 (2015.12.15.), 「제1차 서울시 일자리위원회」개최 결과 보고
(2015.8.12.)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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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역할을 규정(서울시 내부자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청년 당사자의 제안을 행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집행하겠다는 뜻은 박

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정철학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

년 당사자 그룹의 논의를 통해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였다. 또

한 청년 당사자가 제안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과 서울시의

회 시의원, 서울시 실·국 담당자가 만나 청년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하

는 ‘서울청년의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청년 당사자의 정책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의 요청은 의례적인 요청이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였던 청년정책

에 행정력을 반영해달라는 실질적인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2015년 5월 16일에 개최된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아이디어인 서울형 실업부조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부 검토한 

회의이다.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의 방향성

을 합의하였다면, 이후 개최된 일자리분과는 핵심 추진과제인 서울형 실

업부조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고려사항과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1차 일자리분과는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를 포함한 12명이 참석하였

다. 참석자는 청년허브 관계자 2명, 청년단체 관계자 및 청년당사자 3명, 

서울시 내부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

다25). 청년유니온은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 실업률 감소만을 목

적으로 한 결과 청년 실업률 감소 효과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26) ‘괜찮

25) 서울형 실업부조의 상세 내용은 서울시 청년허브(2015)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 53 -

은 일자리(decent job)’의 감소, 청년 근로빈곤층의 증가, 일자리 상향 

이동이 불가해진 노동 구조 등의 문제가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또

한 불안정 노동 환경에 처한 청년의 경우 기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의 대상을 구

직자 또는 실업자에서 더욱 세분화하고, 각 분류별로 정책을 설계할 필

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중 첫 번째 정책 대상은 ‘묻지 마 취업’집단이다. 

이들은 대출 상환 등 시급한 경제적 사정에 의해 취업준비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취업준비활동이 미

진할 경우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 함정에 빠짐으로써 평생의 

기대소득이 낮아지고, 짧은 근속기간, 잦은 이직으로 실업과 고용을 반

복하는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두 번

째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자로서의 청년이며, 세 

번째는 대졸 구직자의 하향 취업으로 노동시장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

는 고졸 구직자 청년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NEET 청년, 

즉 교육 과정과 노동시장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 청년이다. 

 

26) 2014년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87만 2천 명으로 204년 14만 9천 명 대비 
24.1%의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2.7%의 하락세를 보였
다.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해 2014년 역대 최고치인 10.3%
를 기록했다(서울시 청년허브,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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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정책대상 핵심지원내용 주요 사업

경제

활동

상태

‘묻지마 

취업’집단

(경쟁 배제 집단)

취업활동기간의 

생활안정 보장

(묻지마 취업 방지)

서울형 실업부조

-취업지원수당·

구직급여

불안정 저임금, 

청년빈곤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일자리안전망 

확대

서울형 두루누리

비진학 고졸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연계 강화 

서울형 일·학습 

병행제

비경제

활동

상태

비구직 NEET

(구직단념자)

취업상담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패키지형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패키지형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출처: 서울시 청년허브(2015)

<표 4-9> 청년 일자리 정책 대상

 이런 문제의식에서 청년유니온은 청년 일자리 대상 세부 분류에 따라 4

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27), 이 중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안)인 서

울형 실업부조가 포함되었다.

 서울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안정

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서울시에서 제공하

는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다. 

27) 청년유니온은 서울형 실업부조 이외에 ① 서울형 일․학습 병행제 : 뉴딜일자
리사업의 강화(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과 뉴딜일자리사업의 결합), ② 서울
형 두루누리 사업의 시행(고용보험에서 이탈해 있는 비정규청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 유입 지원), ③청년까지 포괄하는 생활임금제도(민간위탁기관․간
접고용청년들까지 생활임금제도 적용확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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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취업을 하지 않아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미취업 상

태), 단기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이다. 단, 사업대상의 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모든 청년이 아닌 저

소득층 청년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구분 내용

사업대상 

요건

가.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혹은 실업 후 3개월 이상 미취

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자 (만15~34세)

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다. 취업의사를 가지고 서울시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

자 하는 근로능력자

라. 소득기준만을 적용하여(재산 제외) 가구소득이 중위소

득 기준 60%에 미만인 자

대상자 

선정방식

-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직접 신청하면 사업 실행기관의 

소득심사를 거쳐 소득이 더 적은 사람부터 우선하여 사

업대상으로 선정

사업내용

- 단계에 따라 상담, 전략수립,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청년층 맞춤의 패키지

형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서울잡스 등의 기존 취업지

원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함.

- 지원기간 동안의 소득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와 취업

노력 의무를 전제로 참여자들에게 매달 구직수당을 지

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20% 수

준인 월 40만 원 선으로 함

지원기간 단계별 프로그램에 따라 최장 1년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0>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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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식은 사업 실행기관에서 사업 신청자에 대한 소득심사를 거쳐 소

득이 적은 사람부터 우선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업내용은 “단계에 따라 상담, 전략수립,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청년층 맞춤의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

스를 제공(서울시 청년허브, 2015)”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

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서울잡스 등의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와 통합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다. 대신 참여자들에게 매달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전체 임

금노동자 평균임금의 20% 수준인 월 40만 원 선으로 하였으며 수당의 

수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하였다(서울시 내부자료). 

 최초의 청년수당 정책 아이디어인 서울형 실업부조는 청년의 구직활동

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목적, 사업 대상 청년의 범위, 수당 지급 조건 

측면에서 2015년 11월 5일 발표된 청년수당 정책보다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 

 첫 번째 청년유니온이 제안한 정책은 “실업부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동

안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있는데, 실업보험은 보

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실업부조는 실업보험과는 달

리 제도 가입이라는 ‘배제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실업부조는 보험료

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OECD 24

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상동, 

2011)로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실업자의 소득 보장 제도이다. 서울형 실

업부조는 실업부조 성격에 맞게 사업 대상자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

는 것을 목적한다. 따라서 “취업의사를 가지고 서울시 공공고용서비스

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능력자”를 사업대상으로 명시하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

하였다. 2015년 11월 5일 발표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구직활동이 아

닌 청년의 포괄적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구직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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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와 정책 목적의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 서울형 실업부조의 사업대상은 “대출상환 등 시급한 경제적 

사정에 의해 취업준비활동의 기회 자체를 박탈된 상태로 2차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입하는 ‘묻지 마 취업’집단(서울시 청년허브, 2015;34)”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얻는 청년의 경

우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 등의 문제가 수반되

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단기 근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

움으로 취업준비활동을 할 수 없는 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때문

에 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자 중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③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에 미만인 자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형 

실업부조가 사업대상에 구직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최종 청년

수당 정책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청년 전체를 사업대상으로 한 것에 비

해 보수적인 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구직수당의 수급 조건이다.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제안은 실

업부조 성격에 맞게 사업 대상자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취업의사를 가지고 서울시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능력자”를 수당 수급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참여해야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015년 11월 5일 발표된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

시의 고용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수당 집행 기관인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활동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

다.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는 청년유니온의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제안 내용

을 토대로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였다. 청년유니온이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제안을 설명하

고, 일자리 정책과와 청년정책담당관 등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형 실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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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관련된 행정적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회

의에서 논의된 서울형 실업부조의 주요 쟁점은 ① 지원 대상 범위, ② 

중앙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③ 예산분담의 적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으로

서의 청년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이다. “‘청년이 취약계층이다’라

고 할 경우 이것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만을 위해 지원한다고 하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

의되었다(서울시 내부자료). 세대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과 노인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어떻게 취약계층으로 인지시킬 것인가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설계 

단계에서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있어서 중요한 이슈였다. 

 실업부조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실업자의 소득보장 제도로 노동

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제도의 도입 방안과 어떤 계층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

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되는 사항이 없었다. 다만, 고

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예컨대 비공식 노동과 조직 경계를 

넘어선 노동(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의 확대와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경력단절여성·영세자영업자 등이 실업부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아직 보편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실업자의 소득보전 제도인 실업부조를 청년 계층에게 적

용한다고 할 때에 과연 청년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고용보험의 사각

지대인가에 대한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청년 중에서도 어떻게 지원대상을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

다. 청년은 독립된 가구일수도 있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나 개인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에 해당 청년이 

근로빈곤층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특성

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구분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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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중앙정부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이다. 2015년 당시 고용노동

부는 ‘취업성공패키지Ⅱ(이하 취성패Ⅱ)’라는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사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취성패Ⅱ’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28)”을 지원하였

다.

 ‘취성패Ⅰ’는 만18~69세의 저소득 취약계층(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

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취성패Ⅱ’

는 청년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졸업

(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

년,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자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 실업부조와 사업 대상

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성패Ⅱ’의 사업대상은 전국 만34세 이하(대학생은 졸

업 전 마지막 학년)이면서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으로 전국의 미취업 

청년이었으며, 2015년 말 기준 약 19만 명이 지원하였다. 선정기준은 소

득 수준, 학력 등과 무관하게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였으며, 구직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참여수당을 20만원 규모로 제공하였다. 

 미취업 상태의 청년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취성패Ⅱ’와 서울형 실업부조와의 사업 중복성 및 차별화는 주요한 

쟁점이었다.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개최 전 실무진의 회의에서도 “서

울시가 제안한 실업부조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취성패Ⅱ’)와 차별성

이 없어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서울형 실업부조는 “구직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제안 취지를 맞게 새롭

게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서울시 내부자료). 따라서 서울

28)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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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업부조가 ‘취성패Ⅱ’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각지

대를 사업 대상으로 삼거나, 단순한 고용촉진을 넘어서는 목표 설정 등 

중앙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제도의 목표와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

이 요구되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청년층(만18~34세 이하)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 등

지원

내용

○ 1단계 : 진단․경로설정(3~4주)

 - 참여수당 15~20만원 지원

 -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IAP) 수립

○ 2단계 : 취업상담(2~4주)

 - 2회 이상의 상담, 취업알선

○ 3단계 : 직업능력개발(최장 6개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직업훈련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10~30% 자부담)

   ※ 취․창업 성공 후 일정요건 충족 시 자부담 환급해 줌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월 최대 40만원 지원

○ 4단계 : 집중 취업알선(3개월)

 - 적정 구인처 발굴․알선, 동행면접, 이력서 컨설팅 등 구직기

술 제공

○ 사후관리 : 3~6개월

 - 서비스 종료 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 취업자의 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유도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8. 11.)

<표 4-1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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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의 사업 중첩은 서울형 실업부조 검토 부서였던 서울시 일

자리정책과의 검토 의견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제1차 청

년정책위원회 개최 전 해당 정책의 소관부서인 일자리정책과는 “장기실

업에 빠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업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안으로 중앙정부

에서 시행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유사하며, 우리 시(서울시) 예산으

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 추진(협

력) 하는 것이 바람직(서울시 내부자료)”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

다. 또한 일자리정책과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와 지급수준을 설계하고, 지

급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며, 청년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경우, 구직활동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제안한 바 있다(서울시 내부자료). 

 세 번째는 예산분담의 적정성이다. 서울형 실업부조의 대상은 고용보험

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한 번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로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대규모 복지사

업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실업부조를 진행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관련하여 제1차 일자리 분과 회의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민으로서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이유를 

찾아야”하고, “실업부조를 서울시가 만들었다고 할 경우 이걸 받기위

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시로 온다면 이 정책은 지자체에서 할 정

책이 아닌 것(서울시 내부자료)”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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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의견 소관부서

청년층의 

구직지원을 위한 

서울형 실업부조

• 근로빈곤층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진입을 위한 틈새정책 및 일자리 

안정망 필요

• 지원대상 범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예산분담 적정성, 수혜청년의 책임성 

확보

• 노동시장 진입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생활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소득보전 필요 

• 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 간 세밀한 

연계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

• 24세~34세 정책 집중 필요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정책

담당관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2>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주요 의견

3) 부서 검토 및 조정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는 행정적인 쟁점을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정

(안) 또는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이

후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유니온, 청년허브29) 등은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

29) 정책결정자이자 서울시 내부 주도집단이었던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수당 관
련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거버넌스 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결재 원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5년 1
월 1일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2015년 11월 5일까지 서울혁신기획
관이“청년정책”을 외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간담회비는 총 28회 지출
되었다. 청년허브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가 12번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관계자 회의 4회, 청년유니온 관계자 회의 3회로 그 뒤를 이었다. 
간담회비 지출 내역으로 비공식적 논의 경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
으나 청년허브, 청년유니온과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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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서의 정책 방향성, 예산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

은 청년정책위원회라는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공식 회의 이외

의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된 청년수당 정책이 확정되

었다고 보았다. 이하는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이후 주요 거버넌스 참여

자의 논의를 통해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 제안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으

로 수정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비공식적 논의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

허브, 청년유니온,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 등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간 수시로 진행된 회의, 공식 회의 이외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서

울시 관계부서 및 시의원 설득 과정 등이 포함된다. 

 청년수당 정책으로의 수정 과정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유니온 관계자

와의 인터뷰 내용과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 계획이 발표되기 전 서울시가 

주최하였던 ‘2015 서울청년주간 N개의 컨퍼런스’, ‘2015년 서울청년

의회 후속 포럼’ 등에서 공개되었던 청년수당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정

리하였다. 

 서울형 실업부조의 비공식적 논의 과정에서 첫 번째 쟁점은 서울시 청

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의 상징성이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은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의 재구성’연구 용역 등을 통해 

일자리를 넘은 사회정책으로서의 방향성을 일찌감치 결정하였다. 이런 

정책과정의 결과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① 인생주기 제4국

면으로서의 ‘청년기’를 설정하고, ②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개념 설정을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입하는 ‘이행기 청년’으로 하며, 

③ 일자리정책을 넘어서서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 2018)을 가지게 된 것

이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이란 큰 틀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

유니온 등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 주요 참여자들은 청년을 위한 ‘포괄

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기존 서울시 

자 중 서울혁신기획관과 비공식적 논의 파트너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유니온 관계자 및 서울혁신기획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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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이 청년 고용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패러

다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구분 목표 전략

2013년
청년, 일을 통한 

꿈의 실현

- 청년 일자리 정책기반 조성

- 청년 취업 창업 지원

- 청년 직업훈련 및 교육

- 청년 노동권리 보호

- 청년 문화, 복지 확대

2015년

서울형 청년보장,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설자리)

-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일자리)

-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살자리)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놀자리)

출처: 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2018) 인용

<표 4-13> 시기별 서울시 청년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 거버넌스 주요 참여자인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센터장 재임 시기(2013년~2014년)부터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를 벗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취업과 창업 지원 이전에 청년이 자기 관심에 따른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중략)…동료를 만나고, 개인과 사회

가 만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영역에서 도전과 실험의 환경

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자격증 취득이나, 창업 지원 등은 계속 

실패할 것이다(한국경제,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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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문제가 청년의 사회활동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였던 서울혁신기획관

의 문제의식은 청년허브 센터장 재임 당시 주요 사업들에서도 나타난다. 

청년허브는 주요 사업으로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청년활동, 커

뮤니티 형성을 지원하였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

참’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에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청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청

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문제를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

자의 결핍, 청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약화 등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창업지원과 일자리 지원에 집중되어 있

다. 일자리를 벗어난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깨져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청년허브를 만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청년들이 사회 활

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생존게임

으로 몰리게 된다면 청년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정책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다.30)”

 이런 서울혁신기획관의 문제의식은 당시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에 참

여하였던 청년허브 및 청년 당사자 단체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사회가 청년 의제를 점차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이제라도 청년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설득력 있는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년 의제의 기본 틀

부터 변화시켜야 한다…(중략)…청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30) 서울혁신기획관 인터뷰(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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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교육·고용·노동시장 정책 등 정책의 층위, 수준, 분

야를 종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중략)…여기서 다른 무엇보다

도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범위로 다루지 않았던 ‘사회정책’을 적

극적으로 포괄하는 시도가 필수적이다. 청년들이 삶의 기본적인 안

정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적 접근이 없이는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서울시 청년허브, 2015)

 서울형 실업부조는 일자리와 구직활동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청

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상위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데에 한계

가 있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사회

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또한 청년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청년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였다31). 

 한편, 서울형 실업부조를 제안한 청년유니온은 내부 활동가 차원에서 

일자리와 포괄적 사회안전망 중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입

장차가 존재하였다32). 일부 활동가는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와 기타 여러 

문제들이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

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일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으로서 

서울형 실업부조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상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조정되

는 것에 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체 차원에서 청년유니온은 사회활동 

지원(청년수당)이 구직활동 지원(서울형 실업부조)과 별개의 영역이 아닌 

포괄적 의미로서 유효하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당장의 구직에만 제한되지 않고, 진로탐색, 창업, 

창작, 사회활동 등 다양한 경로와 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구직 지원이냐 아니면 사회진입 지원이냐’ 하는 쟁점은 

표현 선택의 문제이며, ‘구직’의 개념이 종전의 전형적인 좁은 

31) 서울혁신기획관 인터뷰(2019년 5월 10일)
32) 청년유니온 관계자 인터뷰(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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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변화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폭

넓게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청

년보장은 노동과 고용의 문제와 분리되어선 안 된다(정준영, 2018).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기타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전국 지방

자치단체 최초로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하느냐를 고려하였다. 당시 논의에 참여하였던 거버넌스 참여자는 “이 

논의 과정은 거버넌스 참여자 간 갈등이나 권력관계로 이루어진 결과물

이 아니라 참여자 간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청년 당사자/활동가를 비롯해서 민간 참여자들, 더하여 청년허브

와 주요 파트너들 사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방향성, 큰 목표는 충분히 공유되어 있었”고, “구직활동 지원

에 집중할 것이냐, 다양한 ‘사회’활동까지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

느 부분에서 정책의 혁신성을 ‘한 발 더’ 모색할 것인가를 두고 미세

한 조정”이라고 이해하였다3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유니온 등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일

자리 정책을 넘어선 사회정책이란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큰 방향

성을 투영하기 위해 서울형 실업부조를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의 

정책으로 수정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제공하는 

구직수당 지원에서 청년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가 

조정됨에 따라 서울형 실업부조는 청년수당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가지는 청

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기존 

청년고용 정책의 패러다임은 취업을 원하지만 미스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반면 청년수당은 

사업대상을 구직 의지가 약하고 활력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진로를 원하

는 사람까지 포괄하고, 지원 방식은 필요를 가진 청년 개인을 직접 지원

33) 청년유니온 활동가 인터뷰 (2019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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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년수당은 이러한 청년정책 패러다임과의 차별화를 통해 “사회

가 청년에게 당장 취업을 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정부가 청년일 자기 일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장”함을 보여주며, 이런 국가의 지원이 “청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자 하였다(정준영, 2018). 

항목 기존 청년 고용정책 패러다임 서울 청년보장 패러다임
대표 

사업
(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
취업을 원하지만 미스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구직 의지가 약하고 활력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진로를 

원하는 사람까지 포괄
자원 

이전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필요를 가진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원

내용
(단기)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경력형성

자기 일을 찾는 ‘넓은 의미의 

구직’ 과정에서 기본적 필요 

충족 (수당, 상담, 교육 등)

메시지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일을 해라. 

그럼 시장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당장 취업하라고 압박하지 

않겠다. 

자기 일을 찾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겠다.”

정책 

원리

(부정적 측면)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

(긍정적 측면)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청년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의 보장

(국가의 적극적 의무 수행이 대응)
성과 

측정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사회진입 의지 고양, 개인의 

자율성 확대 등 
정책

과정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과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과정

한계

양적 지표를 일시 부양하는 

방편으로 전락, 좋은 경력 혹은 

안정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함

정책효과의 계량적 확인이 

어렵고, ‘출구’에 대한 구조적 

문제 여전히 존재
출처: 정준영(2018) 인용

<표 4-14> 기존 정책과 청년보장 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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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청년수당의 정체성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적 차별성과도 연계되었다. 중앙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구직활동을 지

원하는 것에 그쳤다면 청년수당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구직활동 이외의 사

회참여를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청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으로 정책 방향성이 조

정됨에 따라 청년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

원대상의 범위, 즉 어떤 청년층을 정책의 대상자로 하느냐는 예산분담 

적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서울형 실업부조가 제안되었을 때 서울시

에서 잠정적으로 책정한 예산 규모는 연 100억 이내였다34). 따라서 100

억 예산 규모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에게 수당을 제공할 때에 가장 

적정한 정책 대상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실업부조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거나 실업급여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

며, 서울시에 존재하는 실업부조 대상자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 또한 어

려웠다. 두 번째는 사업대상의 조건이 강화될수록 이를 가려내기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35). 이런 고려에 따라 사업 대상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으로 정하였던 서울형 실업부조는 소득 등의 조건

에 상관없이 포괄적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으로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라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할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은 청년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부담

감이었다. 제1차 일자리 분과에서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을 사회적

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것처럼 청년수당 집

행부서, 서울시의원 등은 청년수당에 대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

었다. 따라서 서울시 내부 관계자에 대한 협의와 설득이 필요했다. 

 청년수당을 주도한 서울혁신기획관 역시 “아동이나 노년은 노동력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현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청년들이 수당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34) 실제 2016년 시범사업의 예산은 90억으로 편성되었다.
35) 서울혁신기획관 인터뷰(2019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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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36). 이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취약계층

으로 인식되지 않은 청년세대에게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

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

다는 면에서도 행정에서 쉽사리 청년수당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

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즉 근로연계

복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취지로서 복지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근로를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

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존 청년층에 대한 복지는 근로연계복지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전제로 하는 복지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청년수당은 구직 의지가 없

더라도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현금을 

제공하고,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근로연계 복지의 정책기조

와 정반대를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관계 부서 및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서울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일

례로 일자리 정책과는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며

(2015년 5월), 변경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회는 “청년수당 

정책 발표는 정책의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지도 않았고, 

또 조례제정도 선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관계 법률에도 배치되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서울혁신기획관, 2016).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유니온 등은 공무원, 시의원 등을 직접 만나 청년

수당 집행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 결과 행정과 서울시의회에

서 청년수당 정책에 동의하고 집행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당사자

가 제안한 청년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

용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7). 

36) 서울혁신기획관 인터뷰(2019년 5월 10일)
37) 서울혁신기획관 인터뷰(2019년 5월 10일), 청년유니온 활동가 인터뷰 (2019

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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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목적

청년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사

회참여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청년들

의 사회진입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거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시가 특정기간 일정 금

액의 청년활동 수당을 지급

사업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및 서울소재 대학생

<표 4-15>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수당 정책(안)

4)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 이후

 제1차 일자리분과 회의 이후 서울형 실업부조 정책제안은 “청년활동수

당”으로 조정되었다.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청년수당은 정

책 방향성을 청년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넘어서 “청년의 사회진입에의 

보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 아닌 “사회 밖 청년”으로 정하였다. 사회 밖 청년이란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

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원내용은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에게 직접 지

원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실업부조의 월 40만원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 역시 “사업 대상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실업부조(안)이 저소득 구직 청

년의 구직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궁극적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었

다면 수정(안)은 청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수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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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혹은 휴학) 중인 자 (거주 지역 제

한 없음)

- 활동을 스스로 계획․실행하거나 서울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자

우선

선발

- 최근 ‘3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인 자

-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3분위(하위 30%) 이

하인 자

- 대학생의 경우 1순위 :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상태), 2순

위 : 휴학생

참여

제외

- 취업상태(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인 자

-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선정

절차

- (1단계) 학적 상태․고용관계 및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자격 여부 확인

- (2단계) 초기 상담(개별 및 그룹 인터뷰) 을 통한 활동계획 

수립 지원

- (3단계) 자기 활동계획(프로젝트) 제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최소)2개월 ~ (최대)12개월 이내, 월 50만원 활동비 지원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형 실업부조는 사업대상 청년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

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지속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청년수

당(안)은 사업대상 청년들이 4가지 사회 참여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해

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여기서 사회참여 활동은 고

용, 창업, 일자리를 전혀 내세우지 않으며 세대 간 협력, 지역 협력, 도

시 혁신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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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협력 

모델

• 관계로 만드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의 활동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의지를 다른 세대의 

경험과 연결하여 시너지 창출, 세대 간 우정의 관계 형성

- 주 고려층 : 50+세대(분야별 일 경험을 포함 유무형의 자원

을 가진 베이비부머), 청소년(문화적 경험과 감성이 가장 

인접해 있는 층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청년의 '다음 세대

의 돌봄' 활동 확장) 

지역

협력 

모델

• 일상으로 연결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가 위치한 지역의 필요와 

청년의 활동 연결(주거지 기준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 마을 활동 뿐 아니라 일상에

서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주거, 학교, 일터 등)로 대상지 

확장)

도시

혁신

모델

• 시민으로서 협력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 당사자성을 넘어 도시의 삶을 사는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혁신적 제안, 창의적 발상, 문제 해법 

모색 활동 활성화(도시 재생, 기후 변화, 주거 및 교통 등 

메트로폴리스가 안고 있는 이슈와 활동 연결)

자기

주도형

모델

• 이슈와 현장을 스스로 설정하는 청년의 사회 참여 활동

- 청년 당사자의 생애진로 설계를 위해 일을 탐색하고, 만드

는 등 스스로 사회 참여의 이슈와 현장을 제안하는 활동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표 4-16> 청년수당(안) 사회활동 참여 모델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2015년 10월 5일)에서 청년수당(안)이 발표되고 

확정됨에 따라 이후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정책 집행을 준비하였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청년수당(안)의 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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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형 실업부조 청년수당(안)

논의 

시기

2015년 3월 30일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2015년 5월 18일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일자리 분과 

회의

2015년 10월 제2차 

청년정책위원회

목적

구직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저소득 청년구직자의 

구직기간 동안 소득보전

청년의 사회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등 

청년활력 제고

사업

대상

저소득 미취업자 소득 제한 없음

가. 서울에 거주하며 졸업 혹

은 실업 후 3개월 이상 미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 

구직자 (만15~34세)

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

세 청년

나.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

다. 최근 ‘3개월’ 이상 미취

업상태인 자

<표 4-17> 서울형 실업부조와 청년수당(안) 비교

및 자격요건, 지급방법 등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38). 더불어 청년

수당(안)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추진 근거, 조례개정의 필요

성 및 현행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2015년 10월 12일)를 받았

다. 

38) 해당 연구명은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을 위한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이며 연구 
기간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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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의사를 가지고 서울시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

고자 하는 근로능력자

라. 소득기준만을 적용하여(재

산 제외)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 60%에 미만인 

자

선정

방식
저소득자 우선 저소득자 우선

사업

내용

청년층 맞춤의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

(세대 간 협력 모델, 지역협력 

모델, 도시혁신모델, 자기주도

형 모델 등)

수당 

금액
40만원 월 50만원 활동비 지원

기간
단계별 프로그램에 따라 최장 

1년

(최소)2개월 ~ (최대)12개월 

이내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제 3 절 공중의제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청

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업대상은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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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소득이 없고 교육, 노동, 직업훈련에서 배제된 NEET 청년이었

다. 사업내용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평균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며 이 기간 청년들이 동안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

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

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 시범사업으로 약 3천명을 선발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

업 대상 기준과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구분 내용

사업대상
서울 거주 만19세~29세 중위소득 60% 이하 NEET 청년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사업목적 사회참여활동과 관계망의 형성

심사방법 활동계획서(공공·사회활동 혹은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내용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

선정 계획 2016년 시범사업 3,000명

출처: 서울시(2015) 참고하여 작성

<표 4-18> 청년수당 추진 계획 발표 내용

 서울시가 청년수당 추진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찬반 여론이 나뉘었다. 서

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된 지 약 한 달 후인 2016년 9월 30

일까지(2015년 9월 1일∼2016년 9월 30일) 약 1년 1개월 동안의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5개의 언론사39)의 기사 보도량을 살펴보면 357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매달 평균 약 30개 정도의 관련 기사가 발행된 것으로 

39) 강예린(2017)은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이고 진
보 성향의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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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청년수당

에 대한 정책적 논조는 긍정적인 논조(29.1%)가 부정적인 논조(14.6%)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의 언론인 경우 부정적 논조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강예린, 2017). 이를 통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청년수당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명현(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인데, 청년수당과 같은 기본소득 정책

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은 경험적, 규범적 측면에서 대조적인 입장

을 가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우며 오히려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0). 마찬가지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또한 발표 직후 일은 찬반 논쟁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를 계기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

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41)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라고 판단하였다(보건복

지부, 2015.11.12.)

40) 청년수당과 같은 기본소득에 있어서 찬성 입장이 사회정의 실천으로 이해하
는 반면, 반대 입장은 정책수단으로서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
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명현(2016)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
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 과정을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규범과 경험에 대한 정책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 찬
성 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 반면, 반대 논
의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
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제기된다. 한편, 경험적 차원에
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반대 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4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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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15년 11월 5일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 월 50만원 지원하는 청년

활동지원사업 발표

2015년 11월 12일 
복지부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 협의 요구 공

문 서울시에 발송

2015년 11월 16일
복지부, 서울시에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이행 요청

2015년 12월 30일 복지부 재의요구

2016년 1월 12일 서울시, 보건복지부 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발송(1차)

2016년 1월 14일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2016년 1월 17일 서울시, 본 협의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1차)

2016년 3월 7일 서울시, 보건복지부 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발송(2차)

2016년 3월 30일 서울시, 본 협의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2차)

2016년 3월 22일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협의 (1차)

2016년 4월 25일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협의 (2차)

2016년 5월 26일
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 서울시에 통보

2016년 5월 26일
박원순 시장 “복지부 부동의 결정 동의 못해” 페

이스북에 입장 표명

2016년 6월 15일
복지부, 서울시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계획서에 

‘부동의’ 의견 통보

2016년 6월 30일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계획 발표

출처: 신현두, 박순종(2018) 재구성

<표 4-19> 서울시-보건복지부 협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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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

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협의대상이 아니

라고” 설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15.11.12.).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원 예산 90억 원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5.12.30.). 

 이후 서울시는 세 차례42)에 걸쳐 협의 요청 공문과 청년수당 지원 사업

의 변경 사항을 적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으나 201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최종 협의 결과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보

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청년수당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개인활

동,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여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 2016.5.26.). 그러나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므로 서울시가 

해당 사업의 미흡한 점을 추가 보완해 재협의 할 것을 권고”했다(보건

복지부, 2016.5.26.).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 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를 통보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의 청년수당 수정협의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

복지부, 2016.6.30.). 보건복지부는 ‘부동의’하게 된 이유로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과 성과지표 제시가 적절하지 않은 점을 꼽

았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취·창업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에 일반적

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인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42) 1차 2016년 1월 12일, 2차 2016년 3월 7일, 3차 201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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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원금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직접적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

동까지 지원하게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성과지표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

명확하고 측정방법 등이 주관적이어서 사업 효과성 평가에 부적합할 것

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6.6.30.).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정책의 사업 내용과 절차에 따라 청년수당 추진

을 반대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중적으로도 상당한 찬반 의견이 일었다. 첫 번째는 

청년을 대상으로 조건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

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

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연계복

지(workfare) 정책기조를 고려한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인 경우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도 근로능력

이 있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은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이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을 선

정된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에 필

요한 직접적 비용뿐 아니라 간접적 비용까지도 지급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간접비에 식비, 통신비 등 생활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급된 청년수당이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

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유흥주점, 현금성 금융상품(펀

드, 주식, 대출금 상환, 적금 등), 예금, 물품구매 등 기타 재산 축적으로

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 제한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수당이 사실상 지원금의 사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

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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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접비 간접비

취업·창

업

교재구입비, 수강료, 응시료, 재료구입비 

등 스터디 활동,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기타 

간접비용

역량 강화
직무심화과정 강의 수강료,

포럼·토론회 참가비, 박람회 참가비 등

직업 모색 심리·적성검사,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출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https://sygc.kr/) 참고하여 작성

<표 4-20> 청년수당 사용 범위

 세 번째는 정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사업 중복 논란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일정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2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급 대상이 청년이

라는 것과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유사

성과 중복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 일자

리를 늘릴 수도 없을뿐더러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 때

문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부동의’ 통보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

고 7월 1일 청년수당 대상자 3,0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청년

수당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실무 협의를 통해 사

업 조정을 진행하였고, 수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구두 합의가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의’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부동의 통보 이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

동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2016년 청년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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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다(서울시, 2016.7.1.). 

구분 내용

사업 대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사업 목적 취‧창업 준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심사 방법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선발. 그러나 당장 필요한 생활비

를 벌어야 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

층' 청년을 우선 선발함

지원 내용 6개월(최대) 월 50만원

선정 계획 2016년 시범사업 3,000명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16.4.12.)참고하여 작성

<표 4-21>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방

향성이 일부 조정되었음을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정책대상을 취·창업 

활동을 포함한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조정하고, 정책 지원 방향에 

취업이 포함되었다. 당초 발표된 청년수당 원안(原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NEET청년,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가운데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계획

이었으나, 2016년 시범사업은 “기존에 시행 중인 타 청년정책의 사각지

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서울시, 2016.4.12.).

 두 번째는 청년수당의 사용처를 “구직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연계 활동에 구직활동이 포함되었다. 청

년수당은 사업 참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지원43)하고 구직활동과 연계하

43) 정보활동장터, 주제가 있는 기획회의, 재주가 있는 참여자 또는 커뮤니티의 
공연 등 교류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월별 활동기록 공유 지원, 생활



- 83 -

였다. 

 마지막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에서 6개월로 최

대 수혜기간이 감축되었다. 

 청년수당은 정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정책으로서

의 방향성,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

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공중의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

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인 근로연계복지를 포괄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 청년활동공간(아지트)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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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청년수당 추진계획 2016년 청년수당 시범사업

발표

시기
2015년 11월 5일 2016년 7월 1일

목적

사회활동 지원 구직/사회활동 포괄

청년의 사회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적 미래설계 등 

청년활력 제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구직활동 지원 필요 

사업

대상

소득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

세 청년

나.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

다. 최근 ‘3개월’ 이상 미취

업상태인 자

가.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 

※ 미취업 청년(서울시 거주)

※ 재학생은 제외(1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신청가능

※ 주30 시간 미만 근로자도 

신청대상

나. 가구소득 제한 없음

선정

방식
저소득자 우선

저소득자 및 미취업 기간 등 

고려

사업

내용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

(세대 간 협력 모델, 지역협력 

모델, 도시혁신모델, 자기주도

형 모델 등)

지원금 및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수당 

금액
월 50만원 활동비 지원 월 50만원 활동비 지원

기간
(최소)2개월 ~ (최대)12개월 

이내
6개월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및 서울시 보도자료(2015.11.5.) 참고하여 작성

<표 4-22> 청년수당 추진계획-청년수당 시범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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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 5기부터 청년정책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여기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5년 1

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의 

사회활동 전반을 청년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일자리 정책과에서 다루던 청년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정

책 논의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조례와 담당 부서를 마

련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청년 당사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아이디어는 서울시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

한 ‘청년정책의 재구성’이란 연구용역에서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일

자리, 주거, 생활안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가 부문별로 서울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부문에 참여하였던 청

년유니온은 이 연구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근로빈곤층

인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

조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이다. 

 청년유니온이 제안한 서울형 실업부조는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심의·평가 기구인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2015년 3월 30일)와 제1차 일

자리분과 회의(2015년 5월 18일)를 통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조정

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전체 방향성을 상

징하는 핵심 사업으로서의 상징성이다.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를 넘어선 사회정책”이자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향

하였다. 사회정책으로서 청년의 필요를 지원한다고 할 때에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실업부조는 일자리에 국한된 청년정책에 머무를 소지가 있

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유니온, 이외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의 주

요 참여자들은 “포괄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책 방향성으로 의견을 모



- 86 -

았다. 두 번째는 행정적 문제이다. 실업부조는 대규모 복지정책이 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예산 규모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대상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추산하기가 어려웠다. 반대로 정책 대상을 추산

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변경하고, 청년수

당 지급 대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게 되었다. 

 제1차 일자리분과 이후 논의된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이 아닌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울

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사업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사

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매월 50만원의 활동수당을 받으면서 세

대 간 협력, 지역 혁신 등 사회참여 활동 모델 또는 본인이 계획한 사회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2회 청년정

책위원회(2015년 10월 5일)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확정하였

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수당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청년수당 정책이 현 법률 체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청년수당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

나 사업을 집행해야하는 서울시 관계 부서,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원 

등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은 청년수당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청년”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

하는 정책은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정

책이었으며, 현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복지 포퓰리즘 등의 논란에

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청년수

당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 등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이 설득 과정에 참여하였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은 서울시라

는 행정조직이 청년수당을 추진하도록 움직일 수 있었던 동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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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5일 서울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추진

과제로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수당 추진계획

이 발표됨과 동시에 청년수당이 공중의제 시기에 진입하였다고 보았다. 

청년수당은 공중의제로 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사업 집행 관련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수당 정책의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보

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의 성과지표와 급여항목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항목을 ‘취·

창업 준비활동 포함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서 ‘취·창업 준비활동’

으로 한정했다. 대신 자기소개서에 취·창업 연계 항목도 포함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지표 역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요

구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평가지표로 ‘청년수당 활력지수’를 

제시했다. 활력지수는 자존감, 활동의욕, 사회신뢰도 등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

혔으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수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최종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결렬되었다. 그러나 서울시

는 보건복지부와 구두 합의된 수정협의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 청년활

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831명에게 청년수당 50

만원을 지급하였다. 

 제4장은 청년수당 논의 과정 중 주요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살

펴보았다. 청년수당은 수립 과정에서 크게 두 번의 수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부의제 단계에서 서울형 실업부조에서 청년활동수당으로 변경

된 것이고, 두 번째는 2015년 11월 5일 청년수당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

후 공중의제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한 수정이다.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며 사업 대상, 사업 내용 등에 있어서 세부 내용이 변

경되었으나 가장 큰 쟁점은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인

가 아니면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초 정

책 제안은 서울형 실업부조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수당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

는 청년의 포괄적 사회안전망이란 정책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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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았다. 그 결과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실업부조는 청

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공중의

제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수당은 다시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단, 구직활동의 범위를 광범위하

게 인정하였다. 청년수당 도입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현금 지원

은 정책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었고, 오히려 구

직활동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났다. 이는 거버넌스 참여자 및 주도집단이 청년수당의 의의를 일자

리를 넘어선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청년수당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본다면, 외부 주도집단인 청년유니온

은 최초 정책을 제안하고, 내부 주도집단인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이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행정조직 및 중앙정부와 협의

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요 정책결정이었던 서울형 실업부조에서 청년활

동수당으로의 변화는 서울혁신기획관 또는 청년유니온이 일방적으로 정

책을 관철한 것이 아니라 정책 거버넌스 내에서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

감대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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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형 실업부조

  

▶
일자리 

정책 

탈피, 

사회활동 

중심

청년수당(안)

 

▶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 

포괄

2016년 시범사업

주도

집단
청년유니온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유니온 등
서울시, 보건복지부

시기 2015년 3월 2015년 10월 2016년 7월

목적

저소득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실업부조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수당

구직/사회활동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수당

사업

대상

‘묻지마 취업’ 청년 ‘사회 밖 청년’
미취업 상태 청년 

포괄적

저소득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자 청년

미취업자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포함,

소득 제한 없음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자.

소득 제한 없음

사업

내용

취업 및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 지급

사회활동을 

계획·실행하는 청년에게 

활동수당 지급

(취업프로그램 이수 조건 

없음)

지원금 및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표 4-23> 청년수당 정책 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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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금액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기간
단계별 프로그램에 

따라 최장 1년

(최소)2개월 ~ 

(최대)12개월 이내
6개월

주요 

쟁점

- 사업 집행을 위한 

행정적 난제

  (사업대상 및 예산 

추산)

- 교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노동부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으로서의 상징성 

고려

-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적 부담

- 보건복지부 재심요구

- 구직/사회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수당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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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Cobb, Ross와 Ross(1976)의 동원형 

의제설정 모델의 경로를 따르고 있으나 정책결정과정은 정부 내부로 편

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한 외부주도형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사회·경

제적 측면에서의 청년문제는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의 청년정책

을 수립하고자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서울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청년수당 관련 정책결정이 이루어졌고, 외부 집단으로는 청년 노동조합

인 청년유니온이 청년수당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청년수당은 정책결정자가 청년문제를 정

부의제로 삼고 정책결정을 한 뒤 집행단계에서 공중의제가 되는 동원형 

모델의 정책의제경로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동원형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정부의제를 결정한 뒤 일반 대

중에게 정책을 홍보 또는 설득하는 과정을 겪고,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

이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 즉, 기

존 이론의 틀에서는 내부 주도집단(정책결정자)과 외부 주도집단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지지하도록 압력을 만들어내는 관계로 

설명된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정책결정자와 외부 주도집단

이 청년수당 정책 도입이라는 공통된 요구사항을 갖고 서울시라는 행정

조직에 청년수당 정책을 집행하도록 설득하고 요청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기존 동원형 모델에서의 주도집단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정부 

내부에 속한 정책결정자라 할지라도 서울시라는 거대한 행정조직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을 행정조직 

단위별 정책결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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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청년수당 설

계를 주도했던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수당의 최초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하고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등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을 관철

시킨 주요 참여자들은 모두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박

원순 서울시장과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 내부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

었으나 행정조직의 내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정부 외부 집단의 문

제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외부 주도집

단이 정부 내부로 들어가 행정조직이 청년문제와 청년수당을 정부의제로 

삼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책과정에 서울시 내부 행정 관료들만 

있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기획되거나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

다. 청년수당은 정부 내부로 편입된 외부 주도 집단에 의해 행정조직에 

‘강요된 정책문제’인 것이다(Hirschman, 1975).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외부 주도집단인 소규모 시민단체가 정

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정부의제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이 1990년대 등장한 

대형 시민사회단체는 전문성, 언론에 대한 접근성, 재정적 안정성을 보

유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정부에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시민사

회는 소규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다양

해지는 동시에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언

론 접근성 또는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44) 소규모 시민단체는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정부의제에 진입시킬 것인가. 

정책과정에서 소규모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는 소규모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유니온이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공식 정책 논의 기구에 적

44) 박상필(1999)는 한국 비영리단체의 특수성으로 규모와 재정에 있어서 소규
모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재정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은 것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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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책의제를 서울시가 정부의제로 채택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의 정당성 확

보를 위해 청년유니온이 동원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년유니온이 2011년부터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정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45) 청년유니온의 정책제안이 서울시

의 정책 기조에 일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청년 당사자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의지는 보편적이지 않은 정책환경이므로 소규모 시민단체가 항상 

정책 거버넌스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주도집단으로 정부에 일방적 압력, 대중의 

지지 확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라면 정책 거버넌스 참

여가 전략적으로 사회문제를 정부의제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에 있어서 주도집단 및 정책과정 참

여자 간 관계, 협의 과정 등 긴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

아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제설정의 대표적인 이론인 Cobb, Ross와 

Ross(1976)는 정책의제 주도집단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Cobb과 

Elder(1983)는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설명

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참여자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주요한 정책 결정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도집단이 정책

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를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 경로가 주요한 정책결

정의 결과물이라면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참여자 간 공식·비공

식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제 주도집단을 식별하

고 의제가 어느 단계에 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라도 참여자 간 관

계, 협의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온전히 이해했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5) 서울형 실업부조는 2011년부터 청년유니온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정책이
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6기 공약에도 “묻지마 취업 방지를 목적
으로 했던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책 제안을 하였고, 2013년 서울
시와 청년유니온이 맺은 정책협약에서도 청년 실업부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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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참여자 간 협의과정이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

가 있다. 청년수당의 정책적 적절성과 성과 평가와 별개로 서울시가 일

자리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청년문제에 주목한 것은 유의미한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참여자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부족은 이러한 유의미한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저

해한다. 본 연구는 2015년 1년 동안 “청년정책”,“청년수당”,“청년활

동지원사업” 등의 검색어로 검색되는 1,000건 이상의 서울시 결재문서 

원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중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된 50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 청년수당

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일자리분과라는 공식적인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들 기구에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주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형 실업부조에서 청년수당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

은 관계자의 인터뷰와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특히 정책 거버넌스 간 비공식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 95 -

참 고 문 헌

1. 국내논문 

강예린. (2017). 기초생활보장 복지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성희. (2016). 청년 수당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07), 9-14.

김태완, &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

복지포럼, 2017(2), 6-19.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상필. (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261-278.

신현두, & 박순종. (2018).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한국정책학회보, 27(2), 161-192.

유형근. (2015).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

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연구, 58(2), 38-77.

이권능. (2018). 청년을 위한 직접지원에 대한 소고. 월간 공공정책, 156, 

21-24.

이명현. (2016). 기본소득: 규범과 경험의 정책 과학적 분석. 한국사회복

지학, 68(4), 119-141.

이승윤, 이정아, &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정현상. (2015). 청년층 (15~ 29 세) 신규채용 변화 추이 및 특성. 노동리

뷰, 91-93.



- 96 -

2. 해외 논문

Cobb, R. W., & Elder, C. D. (1971). The politics of agenda-building: An 

alternative perspective for modern democratic theory. The 

Journal of Politics, 33(4), 892-915.

Hirschman, Albert O.(1975) Policymaking and policy analysis in Latin 

America—A return journey. Policy Science, 6(4), 385–402.

3. 국내 단행본

서복경. (2016).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제도와 과정: 청년정책 사례. 이현

우･ 노대명･ 서복경･ 이덕로･ 이정진･ 이지호･ 조영호･ 최연혁･ 
황아란 편저.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이론적탐색과 한국 사

례. 서울: 도서출판 오름.

서울시.(2014).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서울시.

서울청년정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단.(2018). 서울청년정책 평

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서울시.

서울시 청년허브,(2018). 서울의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 아카이브, 서

울시 청년허브.

서울연구원.(2016).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 서울연구원.

이상동, (2011).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해외 사례와 ‘한국형 제

도’의 방향,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윤주, 김기헌, 하형석, 손원빈,(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

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 정광호. (2011). 정책학원론. 서울: 대

명출판사.

희망제작소 (2013) 한국 사회혁신의 동향과 전망, 희망제작소.



- 97 -

4. 해외 단행본

Cobb, R. W., & Elder, C. D. (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고교 및 대학 재학생까

지 확대” (2015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6,700여명 청년고

용 전망” (2015년 5월 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이행해야” (201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 성남시 등에 “예산안 재

의요구” 지시 계획“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협의

결과 통보” (2016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부동

의” (2016년 6월 30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청년 100명 머리 맞대‘청년정책’만든다” 

(2013년 07월 24일)

서울시 보도자료, “청년 210명과‘청년정책 만들기’본격화” (2013년 

8월 16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사회 밖 청년'에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

원” (2015년 11월 5일)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청년활동수당' 대상자 미취업청년 3천 명 모

집” (2016년 7월 1일)



- 98 -

6. 신문

경향신문, “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2011년 6월 

3일.

한국경제, 전효관 서울 청년일자리허브센터장 "청년 문제에 대한 도전과 

혁신 필요, 한국경제, 2013년 10월 4일.

프레시안, “청년가구 30%가 주거 빈곤, 알아서 해결하라?  "'방값 고통'

에 침몰하는 청년세대를 구하라", 2014년 9월 22일.

오마이뉴스, “작은 변화 큰 물결, 서울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뷰] 

‘서울 혁신’ 이끄는 전효관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2015년 9

월 9일

매일경제, “한나라당 공약,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2016년 5월 3일.

7. 웹페이지

고용노동부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welcome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http://youthunion.kr/xe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https://sygc.kr

8. 기타

서울혁신기획관,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 보

고, 2016년 3월.

정준영. (2018). ‘청년보장’의 다음 한 걸음, 2018 국제청년보장포럼자

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99 -

Abstract

Study on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Jihye, Kim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whether the new agenda, social problem of youth 

can be adopted as a governmental agenda over job and analyzed 

agenda setting process of Seoul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 (Youth 

Allowance). In particular, the roles of the director Seoul Innovation 

Bureau, internal initiative group and Youth Union, outside initiative 

group were focused in the analysis.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is the policy to pay 500,000KRW 

monthly for unemployed youth to participate in different social 

activities including job seeking for max. 6 months. It is significant in 

terms that Youth Allowance extended youth policy agenda to social 

aspect over job.

 In the background of starting Youth Allowance by Seoul City,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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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trong will of Mayor of Seoul Park Won-soon. Mayor of Seoul Park 

Won-soon has considered Youth Policy as major policy agenda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inauguration and established Seoul Youth Basic 

Ordinance, opened Youth Policy Division, operated Youth Policy 

Network, etc. In particular, Mayor Park Won-soon has emphasized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He would 

request to reflect the policies young people suggested vigorously in 

official meetings such as Youth Policy Committee.  

 Seoul emphasized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aster plan for 5-year youth policy. Youth Union 

participated actively in youth policy governance. Youth Union suggested 

the first idea of Seoul Unemployment Relief which provides 400,000 

KRW monthly to low-income young people in the blind spot of 

employment insurance during the period of job-seeking at the Youth 

Policy Committee.

 On November 5th, 2015, Seoul City announced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Plan by Youth Allowance as a core proje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pressed its opinion that some modifications are 

required in Youth Allowance performance index and pay items. Seoul 

City revised the details of Youth Allowance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for young people including job-seeking.

 Policy-associate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Seoul Youth 

Allowance follows Mobilization Model by Cobb, Ross and Ross (1976) but 

decision making process is closer to Outside Initiative Model. Seoul 

Youth Allowance introduction is supported. Mayor of Seoul Park 

Won-soon,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and Youth Union 

which were internal and external leading groups share their experiences 

altogether in civil society. Mayor of Seoul Park Won-soon and the 

director of Seoul Innovation Bureau were positioned as inter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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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s in Seoul City but rather than representing internal interes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ve a sense of external group problems. 

Therefore, Seoul Youth Allowance can be regarded as a case that 

external leading groups got involved in government and made it take 

youth problem and allowance as governmental agenda. Seoul Youth 

allowance may be referred to 'forced policy issue' to the administration 

by external leading groups involved in the government (Hirschman, 

1975).

 Second, the case Seoul Youth Allowance open the possibility that 

external leading civic group can be involved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governance and make social issues raised to governmental 

agenda.

 Lastly, this paper suggests close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vital 

like relations between leading groups and policy making process 

participants, discussion process, etc. It is because major policies are 

made through close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over real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keywords : Seoul Youth Allowance, Seoul Youth Guarantee, Youth 

Policy,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of Seoul Youth Allowance, Seoul 

Youth Allow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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