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시설및종사자의사회적역할강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중심으로-

신덕진
전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대표



시대변화와청소년환경현황

➢ 저출산고령화 : 인구감소->  인구소멸위기지역증가(전국지자체10곳중4곳)

- 17.4% : 전체인구(5,163만5천명) 중청소년(9~24세, 899만명)인구비율

- 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 청소년정착. 인구유입

➢ 청소년정책변화

➢ 청소년참정권의부재-> 사회적, 정치적관심의부재

➢ 청소년정책지방자치의영역 패러다임부재, 중앙정책과지방특성간 괴리

➢ 청소년시설및 청소년지도사의역할변화

➢ 청소년지도사처우열악: 전문성및지속성저하=>처우개선보장

구분 초점대상 대상관점 정책단위 패러다임

기존 문제청소년 수혜대상 중앙전국, 인프라 보호육성

변화 전체청소년 정책파트너 지역현장, 삶,가치 참여성장



청소년수련시설및청소년지도사운영현황

1) 청소년시설운영현황

시설유형 개소수 비율

청소년수련관 186 22.9%

청소년수련원 192 23.6%

청소년문화의집 262 32.2%

청소년야영장 42 5.2%

유스호스텔 122 15%

청소년특화시설 10 1.2%

합 계 814 100%

<표1> 전국청소년수련시설유형별현황
(기준: 2018년 10월25일)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

http://youthnet.or.kr/?page_id=80


<표2> 년도별 설치 현황

구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계

2000년 87 132 181 119 62 0 581

2001년 105 136 190 146 63 0 640

2002년 113 142 190 146 63 0 654

2003년 113 142 185 146 69 0 655

2004년 127 160 186 133 81 0 687

2005년 137 192 203 138 87 0 729

2006년 134 196 161 43 84 0 614

2007년 194 198 163 37 103 9 674

2008년 144 196 179 43 103 9 674

2009년 160 199 161 42 100 9 671

2010년 163 201 171 47 112 9 703

2011년 172 213 172 42 117 9 722

2012년 181 218 174 45 127 9 753

2013년 185 230 179 43 134 9 781

2014년 189 262 204 45 140 10 850

2015년 181 245 193 43 126 9 797

2016년 185 248 191 45 120 10 799

2017년 185 254 161 38 112 10 760

2018년 185 257 162 38 112 10 764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

http://youthnet.or.kr/?page_id=80


<표3> 지역별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기준: 2018년 10월25일)

지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서울특별시 32 19 3 0 4 6 64

부산광역시 8 12 3 2 1 0 26

대구광역시 5 4 2 0 2 1 14

인청광역시 8 5 5 5 4 0 27

광주광역시 5 4 1 0 0 1 11

대전광역시 4 7 3 0 1 0 15

울산광역시 1 8 1 0 0 0 10

세종특별시 1 1 0 0 0 0 2

경기도 33 58 43 8 17 0 159

강원도 15 29 18 4 14 1 81

충청남도 11 12 15 2 11 0 51

충청북도 6 12 21 1 6 0 46

전라남도 10 20 14 7 8 0 59

전라북도 11 18 14 3 7 1 54

경상남도 18 15 29 4 11 0 77

경상북도 15 15 15 4 16 0 65

제주특별자치도 3 22 5 2 20 0 52

합계 186 261 192 42 122 10 814



<표4> 설립주체별 현황

지역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국립 0 0 9 0 0 0 9

시립 104 113 22 3 8 8 258

도립 3 19 11 3 1 0 37

구립 29 49 2 1 3 1 85

군립 49 71 19 13 9 1 162

사립 1 10 127 22 101 0 261

교육청 0 0 2 0 0 0 2

합계 186 262 192 42 122 10 814

(기준: 2018년 10월25일)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

http://youthnet.or.kr/?page_id=80


<표5>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
총계

직영 52 102 141 31 105 3
434

(53%)

위탁 133 160 51 11 16 7
378

(47%)

합계 185 262 192 42 121 10 812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http://youthnet.or.kr/?page_id=80)

(기준: 2018년 10월25일)

http://youthnet.or.kr/?page_id=80


2. 청소년지도자현황

- 총 814개시설 / 637개소조사 – 약 8,000여명

* 청소년지도사현황(2018년 10월기준)

* 출처 : 청소년수련시설포털 (http://youthnet.or.kr/?page_id=80)

구분 총시설 조사시설 인원

1급 814 300 414명

2급 814 590 2,402명

3급 814 298 414명

합계 3,230명

http://youthnet.or.kr/?page_id=80


청소년시설종사자고용형태현황( 2017년기준)

구분 전체 직원

고용형태

비고

(조사시설)
정규직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전국 5,797 3,964 68.4 1,833 31.7 531

청소년수련관 3,552 2,349 66.1 1,203 33.9 178

청소년문화의집 1,440 972 67.5 468 32.5 226

청소년수련원 445 409 91.9 36 8.1 85

청소년야영장 8 7 87.5 1 12.5 4

유스호스텔 99 86 86.9 13 13.1 29

청소년특화시설 253 141 55.7 112 44.3 9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7시설현황통계편람(전국 531개 시설 파악)



3)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보수현황

* 조사대상: 249개시설, 2,779명/ 조사기간: 2018년 7월3일~7월20일

*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1) 운영주체별 청소년지도사 보수(기본급) 비교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단체(1,777,884원)> 학교법인(1,543,159원)

⚫ 청소년수련관: 지자체설립법인(1,961,825원)> 청소년단체(1,708,155원)

전국 평균 1,837,786 1,939,997 1,726,091 1,827,721 1,777,769

청소년문화의집 1,744,199 1,766,716 1,777,884 1,543,159 1,765,022

청소년수련관 1,908,782 1,961,825 1,708,155 1,850,763 1,781,567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의 조사 자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보수현황

3-2) 시설유형/운영주체별 보수 비교(수당)

⚫ 청소년문화의집: 지자체설립법인(890,223원) > 청소년단체(449,807원)

⚫ 청소년수련관 : 지자체설립법인(869,861원) > 학교법인(458,882원)

전국평균 645,983 872,139 528,872 490,734 587,907

청소년문화의집 595,666 890,223 449,807 884,111 517,365

청소년수련관 684,155 869,861 556,251 458,882 608,928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의 조사 자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보수현황

3-1) 시설유형/운영주체별 보수 비교(기본급+수당)

구분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기 본 급
1,744,199 1,766,716 1,777,884 1,543,159 1,765,022

수 당 595,666 890,223 449,807 884,111 517,365

합 계 2,339,865 2,656,939 2,227,691 2,427,270 2,282,387

청소년수련관

기 본 급
1,908,782 1,961,825 1,708,155 1,850,763 1,781,567

수 당 684,155 869,861 556,251 458,882 608,928

합 계 2,592,937 2,831,686 2,264,406 2,309,645 2,390,495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8)의 조사 자료, 재정리

⚫ 청소년문화의집: 지자체설립법인(2,656,939원) > 청소년단체(2,227,691원)

⚫ 청소년수련관 : 지자체설립법인(2,831,686원) > 청소년단체(2,264,406원)



3-2) 다른유사직종과의보수비교

직급별 일반직 공무원,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직급별 평균현황(2017년 기준)

구분 3급/관장 4급/사무국장 5급/1급 6급/2급 7급/3급 8급/4급 9급/5급 월평균

일반 공무원

(a)
4,471,770 3,964,979 3,653,257 3,161,513 2,862,510 2577,161 2,343,935 3,290,732

사회복지시설

(b)
3,660,185 3,474,607 3,407,067 3,125,871 2,860,968 2,692,742 2,567,419 3,112,694

청소년수련시설

(c)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공무원

대비차액(c-a)
-1,433,970 -1,395,460 -1,142,833 -1,007,439 -988,632 -799,858 -1,512,964 -1,512,964

사회복지시설

대비차액 (c-b)
-622,385 -905,088 -896,643 -971,797 -987,090 -1,124,923 -1,023,342 -1,334,926

* 자료: 일반직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017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2017년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청소년지도사/ 다른 관련직 월급여 비교( 2017년 기준)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장및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보수비교

구분 월급여액

전체직업(a) 3,002,00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b) 2,740,000

청소년지도사(c) 2,370,000

전체직업대비 차액(c-a) - 632,000

보건사회복지 대비(c-b) - 370,00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79명의 청소년지도사 조사결과(기본급+제수당) 자료 재정리



4) 청소년지도사처우개선제도적상황(법률)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

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청소년지도사처우개선제도적상황(청소년전담공무원)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지도사처우개선제도적상황(조례여부)

지역 내용 제정일

강원도

-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6조(처우개선) ① 도는 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

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7.12.29

충청
남도

-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9조(청소년지도자권익보장)

17.06.07

경기도

-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18.01.11

-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16.07.19.

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제9조(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향상)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

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7.07.20

전라
남도

- 전라남도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9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등)

16.04.07

• 조 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3. 청소년시설및청소년지도사처우개선과제와

사회적역할강화방안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요한 과제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표준임금

기준 마련과 보수체계 비교연구 등을 명시한 것은 전문성과 처우개선이(특히 임

금) 별개의 사안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유사 직종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표준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임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윤기혁)



강원도청소년지도사 직업만족도 조사

⚫ 강원도내 청소년지도자 210명, 설문 및 전화조사, 2017년 3월29~4월7일

⚫ 조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직업 만족도

- 만족 부분: 보람 - 업무내용 …

- 불만족부분: 임금수준- 복리후생- 승진가능성-관계…

➢ 이직의사: 50.3%

➢ 이직사유: 임금불만 – 장래불안…

➢ 타 시도 이직 희망: 37.5%

➢ 다른 분야 이직 희망: 41.3%



1. 일반공무원직 수준의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및 지위 보장
* 청소년시설: 공공시설 인식
* 청소년 육성: 국가 책임

-> 기본법개정: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전담공무원->일반공무원 수준

2. 청소년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의 전문성과 유연성 강화
* 운영형태,주체별 차이감소
*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및 역할강화
* 기관장 및 임원: 전문성+유연성 강화

3.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인식전환: 청소년->시민
* 보호,관리,육성 대상-> 참여, 권리, 성장 주체
* 대상확대: 청소년-> 청소년+청년
* 시설기능강화: 수련관, 문화의집 -> 명칭변경 / 청소년센터 …

: 지역사회연결 허브역할(지역특성 고려)
* 청소년친화적인 법 및 행정체계구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