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1. 서론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2020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청소년사업에 미
친 영향과 교훈’을 다루고, 필자에게 ‘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에 대
한 발제를 의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큰 위기임에 틀림없
다.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대한 청소년분야의 대응을 살펴보고, 현 상황 하에서 청소년복지와
청소년활동 분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다. 이
글의 목적은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을 찾으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사업의 범위가 넓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청소년복지시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복지사업
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확산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2월초부터 대응했다. 최근 일이기에 이에 대한 청소년학 분야에서 연구는 별로 없다. 이 글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청소년복지계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 코로나19 사태에 청소년복지시설의 대응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복지와 청소년시설이란 용어 정의를 조합하면, ‘청소년복지시설’
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제공되는 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참조)이다. 청
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
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제시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
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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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
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
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
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글에서 ‘청소년복지시설’로 한정시키더라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
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이 다르기에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시설수가 많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자립을 위
해 이용하는 곳이고,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전국에 1개소 밖에 없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이용하지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쉼터와 유사하다.
이 글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집필하기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
년회복지원시설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란다. 청소년쉼터도 일시쉼터, 단기쉼
터, 중장기쉼터의 기능이 다르고, 남자쉼터와 여자쉼터로 나뉘기에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청소년쉼터의 대응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대구지역에 있는 청소년쉼터는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궁
금하여 2020년 6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대구+청소년쉼터’로 검색한 결과 대구광역시일
시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 등이 나왔다.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많이 게시되어 코
로나19에 대응하는 노력을 확인했다. 공지사항에 2020년에 게시된 기사는 모두 10개이었고,
그중 3개가 코로나19와 관련되었다.
http://www.ggummaru.or.kr/bbs/zboard.php?id=gogi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5월 12일), ‘코로나19 상황 속 순차적 등교 개학
시작’(5월 12일), ‘코로나19 대응 슬기로운 식사시간 영상 안내’(5월 29일) 등이 게시되었다.
그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은 다른 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http://www.ggummaru.or.kr/bbs/view.php?id=gogi&page=1&sn1=&divpage=1&sn=off&s
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 입니다.
1.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2. 마스크 착용 생활화
3.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4.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5.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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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
7.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꿈마루 친구들 모두 7대 기본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_^

아래 링크는 대구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qrL2D6T33s&feature=youtu.be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2020년 2월 19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을 5월 12일에 게시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https://sanders.tistory.com/97

기본생활수칙은 언론을 통해 누차 강조되었기에 청소년쉼

터의 청소년과 직원이 지키고 있었겠지만, 공지사항에 사망자 발생후 80여 일만에 탑제한 것
은 늦다.
한편,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 홈페이지를 보면, 공지사항에 코로나19에 관한 소식은
전혀 없었다. 2017년 1월 31일에 게시한 ‘메르스 예방 및 신고안내’가 첫 페이지에서 검색된
것이 이채롭다. 2020년 1월 9일에 ‘달서구청소년쉼터 2019년 결산서 공고’를 올린 이후에 새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
http://yw1318.com/bbs/zboard.php?id=notice
청소년쉼터에 홈페이지가 있지만, 창구로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달서구쉼터에 한정된 것
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쉼터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직원이 간혹 자료를 올려도 청소년은
거의 클릭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울안의집)의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이 있는 것은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하면 좋을지를 알려준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로 청소년이
올린 ‘사이버 상담’이 8건이었고, 각 상담에 대해 ‘쉼터지기’가 답변을 달았다. 글의 제목을 보
면, 자살충동, 가족갈등, 가출욕구, 가출, 각종 고민 상담 등이었다.
http://www.yshelter.com/?sid=25
24

요세저의정신너무 못되게변한거같아서 힘들어요 그리고죽고싶은심정이에요ㅠㅠ

김현우

2020-01-20

26

비밀글 아이콘 엄마와 갈등

28

비밀글 아이콘 죽고싶어요 자살하고싶어요 목숨끊고싶어요 인생포기하고싶어요

백지원

2020-02-29

30

진짜로 가출하고싶고 죽고싶어요

32

비밀글 아이콘 가족들과떨어지고싶어요

34

비밀글 아이콘 집나왔어요 이혁철

36

난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8

상담 감사해요

이지영

시크릿

박민성

2020-02-09

2020-03-31
정유성

2020-05-08

2020-05-25
16살 남자

2020-05-30

2020-05-30

글쓴이가 ‘비밀글쓰기’를 하기에 당사자와 운영자만 읽고, 운영자가 답변하는 형식이다. 사
이버상담은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이트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게시판이 별
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반드시 청소년이 질문하고 운영자가 답변하는 방식을 넘어서 청소년,
직원, 다양한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하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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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글쓰기를 하면 페이스북 친구가 답글을 쓰거나, 좋아요, 공유하기 등
을 할 수 있듯이 개방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 쉼터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청소년쉼터 소독 및 방역 실시’를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 사진을 보면 청소년쉼터의 공간을 볼 수 있고, 고생한 사람을 알 수 있었다.
http://www.yshelter.com/?sid=16
sub_bul01.png갤러리
20200225 청소년쉼터 소독 및 방역 실시
작성자 :쉼터지기
지난 2월 25일 청소년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1층과 3
층, 계단에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확률을 낮추기 위해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은 방역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시의 명령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수시로 마스크착용, 30초간 손씻기, 외부 활동 금지, 외부인 접촉금지 등
예방교육 및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용!!
다른 청소년쉼터도 2월 25일 전후에 청소년쉼터를 소독하고 방역을 했을 것이다. 글을 읽어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은 방역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행정당
국의 지시가 있었고, “수시로 마스크착용, 30초간 손씻기, 외부 활동 금지, 외부인 접촉금지
등 예방교육 및 지도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쉼터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게시물
은 2개에 불과했다. 2020년 2월 24일에 ‘코로나 19대비 집단행사 및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안내 글’을 게시했다. 첨부파일 중 하나는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유행대
비_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_대응지침’이고, 다른 하나는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관련_집단
행사_방역관리_지침’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우한지역을 방문한 사
람에게 자가격리를 권장하고, 청소년쉼터와 같은 집단시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
는 간략한 정보물이다.
http://www.jikimi.or.kr/news/notice.php?bbs_data=aWR4PTE4Mzc0JnN0YXJ0UGFnZT0
wJmxpc3RObz04OS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XRhYjRfbm90aWNlJnNlYXJjaF9p
dGVtPSZzZWFyY2hfb3JkZXI9||&bgu=view
이 시기에 노인복지시설(특히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정신요양원 등)에서는 ‘코호
트격리’를 시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식당에 가림막과 같은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하고,
교대근무의 일시제한을 통한 2주간 집중근무, 소요 예산의 확보 등을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
얼의 개발 등을 시작하였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이 시기에 홍보한 사업은 스타벅스와 아름다운재단이 수행하는
‘2020청년 자립정착꿈지원사업- 보호종료청년 지원사업’ 안내(3월 24일), 월드비전이 수행하
는 ‘2020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안내(4월 22일) 등이었다. 그중 ‘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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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를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보호종료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9
세(1991년생) 이하 청년 00명에게 재정컨설팅을 통해 교육비, 자기계발비, 주거비, 생계비 등
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한다.
http://www.jikimi.or.kr/news/notice.php?bbs_data=aWR4PTE4Mzg2JnN0YXJ0UGFnZT0
wJmxpc3RObz05MS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XRhYjRfbm90aWNlJnNlYXJjaF9p
dGVtPSZzZWFyY2hfb3JkZXI9||&bgu=view
청소년쉼터는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에도 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이므로 퇴소자를 위한
사업을 널리 알려서 사후지도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촌 위기 상황에서 한터협은 일상 활동에 집중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정보는 ‘디
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페이지’

http://www.women1366.kr/stopds 안내(4월 2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안내(4월 9일) 등이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청소년에게 ‘언니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여성위생용품(생리대)을 제공했는
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청소년에게 확대 지급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여성청소년 대상
여성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를 홍보한 것은 시기적절하였다. 이 게시물은 4월 9일에 올리고
6월 1일 현재 258회 조회했다.
http://www.jikimi.or.kr/news/notice.php?bbs_data=aWR4PTE4Mzk1JnN0YXJ0UGFnZT0
wJmxpc3RObz05NiZ0YWJsZT1jc19iYnNfZGF0YSZjb2RlPXRhYjRfbm90aWNlJnNlYXJjaF9pd
GVtPSZzZWFyY2hfb3JkZXI9||&bgu=view
위기상황에 회원기관의 고충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전국 청소년쉼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3월 10일 ‘코
로나19 대응 직능분야 TF’를 구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 TF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재정과 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TF팀은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별 의견을 두 차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https://www.bokji.net/not/nti/01_01.bokji

(대정부 건의서)

또한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혁신TF’를 구성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직접 지원사업과 코로나 이후의 중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을 논
의하고 있다.
1차 건의 내용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확보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수당 등 인건비 확보;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능단체의 역할 및 소통체계 강화; 사
회복지시설 긴급 기능보강 지원이다.
2차 건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조치 마련;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손실 보상 마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책 마련 등이다.
특히 요양원, 중증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
면서 사회복지현장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복지협의회는 관세청 몰수 마스크 6000개를 대구·경북지역 코호트시설에 배분했고,
410개소 아동청소년그룹홈에 약 1억원 상당의 식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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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긴급히 요청한 이번 건의서에는 코호트격리 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우선 지원,
사회복지현장에 공적체계 조달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우선 배포, 중앙정부 차원의 저
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저널 2020년 5월, 11면.
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대응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전국에 10여개소가 있고,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 홈페이지에서 ‘청
소년자립지원관’을 잘 소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게시물은 안내문만 하나
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 체온 체크, 외출자제, 음식을 먹을 때 마주앉지 않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아직 없다.
http://www.jaripon.com/gallery.html?bid=gallery&page=&ptype=view&idx=38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3.13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7869명으로(2020.03.12.일 기준) 아직까지도 위험을 넘어 심각이
라고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도 코로나19를 대비하고 자립청소년들을 위해 열
심히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대비하고 안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안전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하게하시고 외출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생활수칙! 주의 깊게 봐주시고! 우리 모두 안전하게 다시 만나요!
http://www.jaripon.com/gallery.html?bid=gallery&page=&ptype=view&idx=42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대응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다. 디딤센터 홈페이
지에는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다. 일반적인 수칙, 입교생의 수칙, 직원의 근무방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였다. 디딤센터는 비교적 인력이 많고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기 때문인 듯하다.
초로나19 관련 최초 게시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행동 수칙’이었다. 2020
년 1월 29일에 게시한 것으로 빨리 수칙을 게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브리핑
안내자료를 첨부하였다. 3월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7종을 첨부한 것으로 보
아 최신 자료로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nyhc.or.kr/NoticNServlet
디딤센터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입교생’을 받는다. ‘디딤1기 입교 1차 서류합격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련 공지문에 따라 ‘자가문진표’ 등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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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디딤1기 입교 1차 서류합격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련 공지문

작성자

생활상담부

작성일

2020-02-12

조회수

1218

첨부파일 (양식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가문진표2.hwp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20년 디딤1기에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입교모집 1차 서류 결과 통보일 : 2020. 2. 12.(수) 오후 3시
** 의뢰기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보호자께서는 의뢰기관을 통해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첨부 된 [자가문진표]를 입교생 1부, 보호자 1부
로 작성하셔서 참석인원 수대로 회신해 주셔야 면접 참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방법
□ 문자발송(작성 후 사진첨부) 1666 - 5039
□ 팩스 031- 333-1741
- 회신 기한은 2020. 2. 14(금)까지 입니다.
**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홈페이지 댓글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31-333-1740 또는 070-4420-19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yhc.or.kr/NoticNServlet#none
코로라19로 학교 출석이 미루어지면서 ‘2020년 디딤1기 입교합격자’의 입소가 연기되고 또
연기된 사정을 공지하였다. 일차로 4월 20일로 연기되었다가 재연기되었다. 등교개학이 명확
하지 않아 향후 교육청에서 디딤센터에 위탁 허가된 시점에서야 입교가 진행된다는 점을 통보
했다. http://www.nyhc.or.kr/NoticNServlet
디딤센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관련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했
다. 공무원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출근, 근무중, 회의, 퇴근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히 제
시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생활 속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관련 카드뉴스

작성자

기획조정부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48

http://www.nyhc.or.kr/NoticNServlet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대응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회복센터로 불리는데, 소년법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들을 법원의 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이다. 가정이 해체됐거나 부모가 자녀를 보
호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청소년들을 이곳에서 보호·양육하게 된다. 법원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기에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부산 6곳, 경남 창원 6곳, 울산·
양산 3곳, 충남·대전 4곳 등 전국에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국비나 지자체 지원이 이
뤄지지 않아 민간 후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7년에 전국 최초로 추경으로 2천244
만원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717171200051 (연합뉴스, 2017년 7월 17일)
청소년회복센터는 홈페이지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았다.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아 예산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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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어렵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기에 노출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3. 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
1)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 모든 직원이 비대면 사업을 보다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
야 한다. 홈페이지는 주요 활동을 남기는 기능으로 특화시키고, 소통의 창구는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다. 모든 직원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올리는 방법을
일상활동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T8NcGI_BTk (서울시청소년쉼터 홍보 영상)
- 직원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이 초과 근무시 법이 정한 기준
에 합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
록 재택근무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6명이 일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을 재택근무 하거나,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예,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 야간근무조 등)로 나
누어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의 총량을 줄
이고, 필요한 문서는 표준화시키며,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이 ‘클라우드’나 ‘홈페이지’에서 자
료를 불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2000년에 개소한 한국복지교육원은 다음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로 일한다. 모든 직원은 문서와 자료를 카페에서 내려받아 일
할 수 있고, 공용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다. http://cafe.daum.net/ewelfare
- 직원을 채용할 때 비대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직원에게도 보수교
육을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 사업 측면에서
- 청소년복지시설의 홈페이지를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로그인을 하지 않
고도 글쓰기를 하고, 일부 게시판은 이용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이 자유롭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요청 및 문의’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조회수가 1~5회 내외에 불
과했다. 6월 1일에 검색하였는데, 가장 최신글이 4월 6일에 게시된 것이었다.
-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홈페이지는 주로 직원들이 활
용하는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활용해야 한다. 페이스
북에서 ‘청소년쉼터’를 클릭하면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가 검색된다. 신림쉼터는 매달 월간
간식표와 주요 활동 사진(얼굴을 가린)을 게시한다. 다른 쉼터도 신림쉼터를 참고하여 활용하
기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safehouse7942
- 휴대폰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청소년은 전화, 문자, 게임, 정보검색, 동영
상 시청 등을 하기에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크게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직원이 개인용
과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 한 전화기로 두 가지 번호를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는 직원의 휴대폰에 업무용 전화를 추가로 등록하여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활용할 수 있다.
- 비대면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컨대,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비

- 8 -

대면 프로그램 ‘내 마음의 포레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내 마음의 포레스트’는 식물과 함께
진행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꿈드림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업로드되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
하며 진행한다. http://gginews.co.kr/279236 (기사)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723589571722191&set=p.723589571722191&
type=3&theater

(페이스북 꿈드림)

- 청소년에게 안내하는 직업체험활동과 직업훈련이 제과제빵, 바리스타와 같이 주로 대면활
동을 통해 일하는 직업을 안내했는데, 향후에는 콜상담, 동영상 제작과 배포와 같이 비대면으
로 할 수 있는 일이나, AI, IOT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 청소년쉼터의 핵심 업무를 가출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귀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출을 예방하고, 집에서 살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바꾸어
야 한다. 청소년쉼터 홈페이지에 청소년이 게시한 사연을 보면 가족갈등, 가정폭력 피해, 가출
의사, 자살시도 등 다양하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폭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기에 이러한 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의 기회
를 늘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사는 사람의 수와 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3) 시설과 설비 측면
- 감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가 가능한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점차 침
실을 혼자 혹은 소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거나, 거주자가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
침실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감염병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식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건
물 입구, 엘리베이터, 식당 입구 등 다중이 접촉할 공간에 손소독제 등을 상시 비치한다.
- 초기 상담하는 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테이크상담시 청소년이
신청서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직원이 상담하면서 주요 내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
로 바꾼다. 마치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과 같다.
4) 유관 기관과 협력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청소년과 직원이 발생시에 보건소 등
과 협조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병원 입원, 생활센터의 활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 청소년복지·활동·보호영역의 시설·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된 ‘코
로나19 대응 직능분야 TF’를 참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매뉴얼을 청소년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https://www.bokji.net/not/nti/01_01.bokji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직원을 키우는
대학교 교육과정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
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보다 심도있게 가르치고, 실습지도를 할 때
에도 또 하나의 표준으로 강조해야 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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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19 감염사태에 청소년복지분야의 대응을 살피고, ‘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
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을 발제하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사업의 범위가 넓기에 청소년복지시
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청소년쉼터의 대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의 안내와
실천, 청소년쉼터의 소독과 방역 등에 집중되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청소년쉼터 소독
과 방역 실시’를 안내하고, 보호 종료된 청년을 위한 자립꿈지원사업 등을 널리 알려 회원 기
관이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대비면 사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이버상담’의 확대, 의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거나 공동 대응능력을 키우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철저, 체온 체크,
외출자제, 음식을 먹을 때 마주앉지 않기 등을 실천하는 수준이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는 학교와 협력하여 입소생을 받기에 등교수업이 늦어지면서 입소가 계속 연기되었다. 다른
시설과 달리 조직이 크고 인력이 많기에 정부의 시책을 발빠르게 알리고 실행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코로나19 대응 직능
분야 TF’를 만들고 여론을 수렴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을 하고, 자원을 동원한 것에 비교하여
다소 미흡했다.
필자는 청소년복지사업에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대응을 조직과 인력, 주요 사업, 시설과
설비, 유관기관과 협력의 측면에서 제안했다. 조직과 인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재택근무를 늘리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직원이 생길 때 대체인력의 활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인력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할 것을 발전시키면서도 비대면 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홈
페이지는 주로 직원이 이용하지만, 일반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용하지도 않는다. 청소
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이버상담 등 꼭
필요한 비대면 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시설과 설비를 혁신해야 한다. 침실을 혼자 혹은 소수만 사용하
도록 설계하고, 이용 청소년이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침실과 화장
실을 갖춘 양호실을 구비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자
원을 동원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활동을 참조하여 청소년복지분야
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교와 협력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
습기회를 늘려 직원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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