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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SDGs 1. 빈곤 퇴치/ SDGs 10. 불평등 감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진출이 어려워진 청년층은 비단 취업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비

롯한 대외활동, 인턴, 실습 참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통계 비율에서 가시적

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정부를 비

롯한 사회 인프라의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금수저, 은수저, 흙

수저 등 기존 우리사회의 계층구조를 일컫는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학

자금 부담과 생활비 부담 등을 더욱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취업, 주

거, 교육, 문화 생활 면에서 청년이 자신의 빈곤한 생활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인

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엔 지속

가능개발목표 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그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만

큼, 우리는 청년의 빈곤함을 해소하고자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완

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대한 대상이 되는 존재이며 집이라는 곳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휴식처에서 살

아갈 권리 역시 갖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다차원 빈곤 수준은 대부분 세대에 걸쳐 완화되었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초기 청년(19~24세)의 다차원 빈곤은 악화하였고 특히 고용과 안정성 차원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세대 청년들은 과거 청년 세대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청년 빈곤과 관련해

서는 청년 세대를 세분화할 경우 19~24세와 청년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 교육수준이 높고 비취업 상태에 놓

인 경우가 많음.

*청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었으나, 효과성은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하는 최근 취업 분야/ 교육 분야/ 주거 부분에서의 정책 변화이다.

<취업>

*2018년~2020년 구조적 청년고용(기술혁신, 자동화,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등) 문제와 20대

후반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 이에 대한 청년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5년간 90%),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등

<주거>



역세권 청년 주택(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마련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임차보증

금 융자지원), 사회주택사업(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

하는 임대주택), 서울형 저소득층 주거 지원(월세를 매월 지원/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8

만5천 원 3인 가구 9만 원 등), 한 지붕 세 대 공감(장년층 가구주가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

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

<교육>

학자금지원 강화(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학자금대출),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실업자,

구직자의 직업훈련능력개발), 대학 진로체험학점인 정제(휴학 없이 진로 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 개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학점 부여),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다자녀 장학금 확대

문제점

■-청년 빈곤 국내현황

청년층(15~29세)의 고용지표는 낮은 고용률(42.9%, 전체 59.2%)과 높은 실업률(8.9%, 전체

4.5%)을 보인다. (통계청 2019.1)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0%로 전체 연령층의 평균

(61.9%)보다 약 14.0% 포인트 낮다. 청년 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6년

19.9%로 증가하였으며, 19~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4년 9.0%, 2016년

10.2%로 높아졌다. 저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기반 형성이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 교육 등에서의 격차들이 중첩되고 체계화되어 나

타나는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가 주된 원인으로 청년 세대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경제

적 불안,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복지체계에서의 배제로 누적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

다.

■주거 분야

1) 2016년 청년 가구는 일반 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주택보유의식이 낮으

며 초혼연령도 높아지는 추세

2) 청년의 경우 다른 층에 비교해 월세전환 추세가 가장 빠른 가운데, 특히 20대 청년의 보

증부월세, 순수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주거상황이 열악한 수준

3) 실질소득 감소와 급격한 월세화 진행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

년의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주거비 부담을 느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산 축

적이 어려운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4) 청년가구원 중 부모로부터 분가한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며 분가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 비교해 주거상황이 열악

■취업 분야

1)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 청년 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악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2) 15~29세 인구 청년고용률은 42.1%…. OECD 평균(53.3%), 35개국 중 30위

3) 2012년 이후 청년고용률은 6년간 1.8%포인트 상승, OECD 평균은 2.7%포인트 상승

4) 원인:기업의 소극적 채용, 청년 취업 성공사례 감소, 구직 포기 후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5) 청년 실업률도 악화 2017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OECD 평균 수준 미국(7.2%)과 일본

(4.4%) 등에 비교해서는 저조한 결과

6) 특히 5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2.3%포인트 높아졌지만, 미국은 5.8%포인트, 일본도 2.6%

포인트 낮아졌다.



■교육 분야

1) 한국대학교육협회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5만9872명으로 집계됨. 학자금대출은 공식적으로 금융기관

외 대출로 분류되지만, 은행에서는 부채로 간주하여 대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받으면 다중채무자가 되어 향후 신용에 치명타를 줌

2) 코로나 19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및 취업준비 지원제도가 마련 (일부 지자체 제외)

3) 학자금을 못 갚아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은 매년 약 1.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4) 고졸자와 대졸자 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음. 2017년 한국의 성인 고용

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음. 교육단계별로는 고교 졸

업자의 고용률이 73%, 전문대 졸업자가 77%, 대학 이상 졸업자가 78%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

점 필요

제안

*분량 제한으로 개괄적 부분만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장문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의제 제안- 정부

Ⅰ. 취업

1. 청년 취창업을 위한 예산 마련 및 확대

1) 청년수당 및 취업 지원비 지급

2) 청년 창업 지원

2. 모든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1)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무상 취업교육 지원

2) 예산 투입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3.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

1) 복지혜택

2) 청년 의견 적극 수렴

Ⅱ. 주거

1. 경제적 지원

1)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및 생활비 지원 확대

2) 사회 초년생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다양화 및 이자 지원

2. 청년 주택공급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

1) 기업에 청년 주택 건설 의무화하도록 제도 마련

2) 역세권 등 조건이 양호한 곳에 청년 주택공급 확대

3) 입주 조건을 완화한 지역 기숙사 외 공동 기숙사 시설 확대

4)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제공



3. 청년주거 정책 및 제도 보완/개선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자 조건 완화

2) 부모의 주소가 아닌 청년의 실거주지에 따른 복지혜택 지원

3) 가구 중심이 아닌 1인 개인 중심 지원 확대

Ⅲ. 교육

1. 경제적 지원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2) 저소득층 청년 대상 장학금 등 학비 지원 확대

3) 국비 지원 취업교육 대상 확대

4) 대학이 등록금 인하하도록 유도

2. 교육기회 마련

1) 청년 대상으로 고용과 관련된 ICT 기술교육 무상으로 실시

2) 현장실무를 배울 수 있는 직무교육 센터 운영

3) 청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확대

■ 의제 제안-기업

Ⅰ. 취업 부분

1. 다양한 근로의 기회 제공

1) 공모를 통한 취업연계 제도 발굴 및 활성화

가. 공모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나. 공모 아이디어 채택 시 해당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의무화

다. 공모에의 실질적 참여시 취업 과정에서의 가산점 부여

2)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정 비율 의무 정규 채용

가. 기업 규모에 따라 해당 채용 비율 상이하게 논의

나. 미채용 시 인사과의 미채용 사유를 피드백하는 과정 의무화

2. 기업 직무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1) 정부 중심의 취업 지원제도 활성화/ 실질화를 위한 본 제도의 기업 참여

가. 해당 제도 관련 기업의 참여시, 정부 차원의 참여 장려 혜택 지원

나. 지원제도의 질적 차원의 효과 증대를 위한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투자

2) 기업 직무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내의 기업 직무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가. 기업과의 직무연계도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과정 확대



나. 직무 선택에서의 다양화

3) 기업 직무 관련 대학- 학과 협약 체결을 통한 기업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Ⅱ. 주거

1. 사회적 기업의 청년주거 사업 확대 방안 마련(비영리 주거모델)

1) 청년주거 기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2) 민간 기업의 청년주거 사업 투자 및 참여 시,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Ⅲ. 교육

1.자녀 학비 지원 최소한도 규정

1) 기업의 실질 운용 형태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되, 자녀 학비 지원 의무화

2) 고용형태/ 근로 기간 등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

3) 다양한 형태와 조건의 근로자들의 자녀 학비 지원 보장 도입 및 확대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도급 계약 등 형식적 차원의 근로조건에 국한되지 않음.

나. 실질 근로 기간 및 근로 형태에 따름.

다. 일급/ 월급/ 연봉 등 고정 급여로 지급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

라. 계열사 근로자의 자녀 학비 지원 책임 주체는 본사 담당

■ 의제 제안- 시민단체

I.취업

1.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취업교육 시행

1) 취업 대비 특강, 자소서 첨삭 교육 등의 지역적 확대

2)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요청과 기업들의 협조 요구

나. 취업교육 강화

2. 인식 촉구

1)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2) 청년들이 직접 취업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

3) 정부와 기업에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

3. 면밀한 조사



1) 코로나 19로 높아진 청년 실업률과 자살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요구

2) 대중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의 목소리 확보

II. 주거

1. 대안적 커뮤니티 마련

1) 대안적 청년주거 공간의 확대

2) 느슨한 연대를 통한 소속감 부여

가. 온/오프라인 시민 행사 참여 독려

나. 커뮤니티 내부의 청년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2. 청년 주거난에 대한 인식 촉구

1) 청년 주거난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정부에게 전달

2) 청년 주거지와 집값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제작, 배포

3. 청년 밀집 주거지 인프라 개선

1) 원룸촌 주변 치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안심 귀가 서비스 확대

2) 불법 건축물 조사

3) 보증금, 월세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법적 정보와 도움 제공

III. 교육

1. 교육의 접근성 확대

1)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장비 대여 사업 진행

2) 지역사회의 다양한 강연과 온라인 수업 개최

가. 정부 지원을 통한 교양 교육 확대

3)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교육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제공

2. 교육 지원 촉구

1) 대학 학비 지원 요구

2) 청년들이 거리 두기 수칙 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대여

활동

경과

및

개선사항

2020.11.29. people 분과 학술팀 1차 세션 회의를 진행했고, 주제와 관련하여 운영 위원 회

의에서 도출된 피드백을 공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지, 청년층의 빈곤 부분 중

주거, 교육, 취업 부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역할 배분 및 앞으

로의 회의 날짜와 방식을 논의 역시 진행했습니다.



2020.12.06. people 학술 2팀 2차 세션 회의를 진행했고, 주제 전반에 대해 자료를 함께 검

토하고 추가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1차 세션 때 나눈 역할 부분을 토대로 하여 각자의 역

할에 맞게 보고서 작성을 진행했고, 1차 세미나와 2차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활

동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졌습니다.

2020.12.13. people 학술 2팀 3차 세션 회의를 진행했고, 그간 각자의 역할 부분에 맞게 진

행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수정 사항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전반적인

활동 사항에 대한 부분에 더불어 하위 내용에 대한 추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자료

-해외현황 제시 부분 참고자료

참고자료: 빈곤 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국가인권위원회), 청년주거문제와 정책방안

연구(2017. 토지주택연구원)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07/435051/)

온라인 청년 센터 공식 사이트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뉴스 해럴드/학자금대출 받으면 다중채무자…청춘들 신용에 치명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6000183)

국무총리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700794516)

연합뉴스/ 학력 따른 임금격차 커졌다…고졸-대졸 임금차 OECD평균 상회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1131800004?input=1195m)

2015~2019년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 현황

-제안내용(기업 부분)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303000049

[조사는 전국 만 1세∼34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

(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

인이었다

청년들은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37.5%)과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18.0%)을 꼽았다. 이어 생활비 마련(17.5%), 대학 등 교육문제(6.1%), 결혼 및

연애(5.3%) 등 순이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

험은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응답자

들은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이 가장 많았고, '일자

리 창출'(17.5%)과 '생활비 지원'(17.1%), '학비·등록금 대출'(4.6%)이 뒤를 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30300004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평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07/435051/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6000183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700794516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1131800004?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30300004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303000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167020845
http://www.pressian.com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11180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11180


실태조사'에서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할당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167020845

'코로나 습격에 쓰러지는 청년들...희망 위기가 온다', 프레시안,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교수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3017375425385#0DKU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 2020년 상반기 여러 통계들이 보고하고 있는 자료들의 결론은 20대 자살 및 자살시도의

증가이다. 코로나 여파라고 할 수 있는 3~4월의 자살은 지난해보다 60%가 늘었으며, 전국적

으로도 20대의 자살이 늘었는데 특히 서울은 가장 많이 늘어난 편에 속한다. 20대의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20대 청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인생의 꽃인 이 시기에 죽음의 유혹

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에 이르게 하는 뼈아픈 상황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가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알바 중인 청년들이었다.

이미 몇 개의 금융기관과 경제 연구소에서 20대들의 경제적 곤란함을 알린 바 있다. 나라살

림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0대들의 현금 서비스 이용률과 연체율은 3월부터 늘어나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현금 서비스를 쓰고 있고,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또한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격탄이 투하된 세대는 20대였다.

20대 연령층에서는 3월부터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률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었다. 코로나 바

이러스가 잘라낸 일자리는 다름 아닌 20대들의 일자리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50대와 20대가 동시에 나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50대의 중소상공인들이 폐

업 혹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20대의 비정규직 혹은 알바생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었다. 수입원이 사라져서, 현재 이 시기에 가장 궁핍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도시

의 20대 빈곤층들이다. ]

-제안내용(정부부문)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 h t t p s : / / w w w . y t n . c o . k r / _ l n / 0 1 0 2 _ 2 0 2 0 0 8 2 5 1 7 4 3 5 5 7 5 6 4 ,

h t t p : / / w w w . s e g y e f n . c o m / n e w s V i e w / 2 0 1 8 0 8 0 8 0 0 4 1 2 6 ?O u t U r l = n a v e r ,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

611180

[생생경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없다.

◎ 이재임> 아까 전에 부양의무자 기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게 있어요. 교육급여랑 주거급여인데, 사실 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가 됐지만 제가 만난 또 다른 여성분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분 같

은 경우에는 20대 여성분이셨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이라든지 지인의 집이나 거리 노

숙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주거지 생활을 하던 중이셨는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

가 됐으니까 가족과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나이가 걸리

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상 30세 미만의 청년들, 20대 청년 같은 경우에

는 부모랑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의 거주지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167020845
http://www.pressian.com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11180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611180


같이 묶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일 경우, 가구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혼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고.

◇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한정…청년 절반은 혜택 보기 힘들어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쟁점은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 한정

됐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청년층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조건이 맞더라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16년 기준 59.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06년(48.4%)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20~3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도 성인 631만7494명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56.8% 수준입니다.

즉, 10명 중 5~6명의 청년은 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에 가입하려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A씨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

려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도 어렵고 대부분의 취준생이다 대학생들은 가입을 못한다고 보

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고

김재현

: 청년층의 빈곤과 관련해서는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코로나 19를 계기로

더욱 심해진 청년층의 빈곤에 대해 다룰 수 있어 시의성 있는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층의 빈곤에 대해 접근하며 특히 기업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을 서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활동가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상세히 제안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다. 청년층의 빈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제안내용에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청년인 저 역시도 몰랐던 여러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지원제도들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청년 정책이 바뀌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청년의 정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개인적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층의 빈곤을 비롯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다양한 연령대의 빈곤층에 대해서도 다뤄보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청년층의 빈

곤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유혜원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실제로 항상 마주했는데 이

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까지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되

었습니다. 실제로 제안내용이 반영되어 모든 청년이 불평등 없고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코로나 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접하며 주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피드백 과정으로 함께 의제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고수민

: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올해 최근에 청년기본법이 설립되고 청년의 날이 처음 기

념되면서 좋은 주제로 활동하게 되어 기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청년들도 코로나 블루

가 심각하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데 좋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엔 SDGs에서

도 빈곤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청년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도록 목표가 실현되

면 좋을 것 같아요!

김왕은

:최근에 코로나로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정적인 계층 위주로 의제를 다뤘다면 이번엔

청년으로 범주를 더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