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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년실업 문제를 넘어 청년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의 필요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 경제적 변화에도 고용문제는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짐

‐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

로서(transition period from school to work), 독립 ․ 취업 ․ 직장생활 ․ 결혼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임(Baltes and Carstensen, 1999; 국가인권위원회, 2019)

‐ 청년기에 안정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면 주거, 결혼, 출산 등과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함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취업 ․ 실업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음

‐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03. 9. 22)이 수립된 이후 문재인 정부

에서 2018년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18. 3. 15)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는 15년간 

11차례에 걸쳐 청년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문제에 국한한 정부 정책사업이 담겨져 있을 

뿐 다른 삶의 영역에 관한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변금선 ․ 김기헌, 20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절벽이라고 표현될 만큼 청년취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은 청년 주거빈곤율의 증가, 소비 ․ 저축활동의 위축, 

여가 ․ 문화생활의 감소, 사회적 단절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문제를 넘어서 취업 이후에도 주거문제, 부채문제 등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육체 건강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2018)

◦ 청년문제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청년의 삶의 질은 사회 전체의 통합 또는 포용적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청년실업의 문제를 넘어서 교육과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체계와 같은 주요한 사회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 니트(NEET :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 대한 정

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1)(박미희 ․ 이봉주 ․ 노혜진 ․ 박호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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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관악구는 ‘청년정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

◦ 민선 7기 구정기조로 ‘혁신, 포용, 협치’를 설정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이 필요

‐ 관악구 청년인구는 202,065명으로 청년인구 비율(40.2%)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Ÿ 연령별로는 만 19세 ~ 23세 40,740명(20.2%), 24세 ~ 29세 76,711명(38.0%), 30세

~ 34세 44,643명(22.1%), 35세 ~ 39세 39,971명(19.7%)로 구성

‐ 지역사회 청년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악형 청년지원정책 마련

Ÿ 관악구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의 핵심자원으로 양성  

◦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2018. 11.)

‐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년업무 전담조직을 팀 단위가 아닌 과 단위로 운영

‐ 청년층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로 3개팀(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를 활성화(2018. 11.)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통해 민 ․ 관협치 구현

Ÿ 2019년 분과별(주거, 일자리, 문화 ․ 복지, 사회참여) 회의 각 3회, 정기회의 1회, 청년활

력공간 견학 및 현장회의 1회 실시

◦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한 관악구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19. 1.)

‐ 비전 ‘청년의 미래가 관악의 미래다’ 추진을 위한 ‘청년이 행복한 관악 청년특구 조성’ 목표 

및 4가지 실행계획을 제시

Ÿ 청년문제의 다층성과 복합성, 청년의 다양한 욕구 반영

Ÿ 밝은(좋은) 청년 일자리 늘리기 및 주거 자립성 강화

Ÿ 문화정체성 강화 및 생활역동성 제고

Ÿ 민선 7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중 하나로 청년경제 활성화 추진

◦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2019. 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을 통한 중개보수료 감면 서비스

Ÿ (2019. 12. 기준) 관내 406개 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 청년 196명, 약 2,600만원의 감면 혜택 

1) 박미희 · 이봉주 · 노혜진 · 박호준(2018)에 따르면, 청년 니트란 교육, 고용,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하는 것으
로 청년실업자를 포함하여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청년들을 광범위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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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청년 콘텐츠 ‘청청(靑聽)지대’ 개설(2019. 1.)

‐ 관악구 홈페이지에 청년을 위한 취업 ․ 창업 ․ 복지 ․ 문화 등 정보 통합지원 청년콘텐츠 신설

◦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만든 축제 ‘관악 청년문화제’ 개최(2019. 5.)

‐ 청년특구관악 선포식, 전시 및 기획 프로그램(행사 ․ 체험부스 운영), 문화 ․ 공연 프로그램, 

청년마켓 등 청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

‐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관내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청년주체성 실현

◦ 청년들의 문화 ․ 소통을 위한 ‘신림동 쓰리룸’ 신설(2019. 8.)

‐ 사회적 문제로부터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청년들의 아지트 공간 조성

Ÿ 커뮤니티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탐색,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정책부문 대상 수상(2019. 9.)

◦ 사회주택(쉐어하우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확충

‐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 쉐어하우스 80호 공급

‐ 청년 창업자의 주거 및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도전숙 ․ 도전선 사업 추진

◦ 청년종합 활동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관악 청년센터’, ‘관악 청년청’ 건립 추진

‐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고용, 일자리, 복지, 생활 ․ 심리 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종합

적 기능의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청년의 생활, 문화, 자산의 플랫폼 구축

◦ 청년들의 효과적인 목돈 마련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준비

‐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만18세 ~ 34세 이하 근로 중인 관악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 ․ 3년

간 본인 적립금 대비 근로장학금 100% 지원사업(1:1 매칭지원) 시행을 위한 검토 및 보완

Ÿ (’18. 12.)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Ÿ (’19.  8.)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활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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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필요

◦ 민선 7기 관악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동안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모니터링은 미흡하였음    

‐ 관악구 청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삶의 질 만족도 및 관악구 청년의 정책니즈를 다각적으로 조사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 및 통계지표들은 다수 존재2)

Ÿ Better Life Index(OECD), World Happiness Indicator(UN), 국민 삶의 질 지표(통계청) 등

Ÿ 사회조사(통계청), 삶의 질 여론조사(문화체육관광부),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등

‐ 청년을 대상으로 니즈(가치관, 만족도, 정책 수요 등)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그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생활 행정의 중심인 기초자치단체 수

준에서 조사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향후 관악구 청년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 및 청년의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의 결과가 관악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 사회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변화하므로 효율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중이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분야별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다면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높이

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함(박명호 · 박찬열, 2019; 한국삶의질학
회, 2017; 심수진, 2016, 강성진, 2010; 김승권 · 장영식 · 조흥식 · 차명숙,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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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년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사전적 의미) 신체적 ․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사회 통념상 삶의 과제와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는 비슷한 출생시기의 문화 세대를 의미함

◦ (법률적 의미)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함

‐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안)’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의함

「청년기본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최근에는 고령화, 평균 기대수명 증가, 인구 감소, 교육수준 상향화 등으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청년 정책의 범위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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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 ~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제16조 제6항 제1호에서도 청년 정책의 범위를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19세 ~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구 분 관련법 및 정책 연령

국내법

및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5세 ~ 29세
(예외 : 15세 ~ 34세)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지원법」

15세 ~ 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15세 ~ 34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9세 ~ 39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만 19세 ~ 39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만 19세 ~ 39세

국내조사
및

정책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세 ~ 29세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19세 ~ 34세

취업성공패키지 18세 ~ 34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5세 ~ 34세

[표 1] 청년의 연령 규정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9) 재구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정책적으로 통용되어온 연령 

규정 및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에서 정하고 있는 만19세 ~ 39세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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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

◦ 삶의 질은 가치단계(value-ladder)이고 복잡한 구성,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적 정의나 이론적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음(문정화 ․ 임연옥 ․ KANG CHAE RYUN ․ 유선치, 2018)

◦ 삶의 질은 대개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주

관적 안정감(Subjective well-being)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

◦ 삶의 질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WHO Quality of Life Groups(1995)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및 가치체계와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및 관심에 관련된 삶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3)으로 정의

‐ UN(1997)은 삶의 질이란 소득이나 생산과 같은 정량적 측정보다는 사회지표에 의해 측정된 

인류복지의 개념4)이라고 정의

‐ 삶의 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판단에 의해 체감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Russeri, Sadava and 

Decourville, 2007)

‐ 삶의 질을 일상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로부터 느끼는 행복한 정도로 정의

하여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

기도 함(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

‐ 삶의 질은 어떤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과 구성원의 가치 및 규범에 의해 

변화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

회의 질(societal quality)’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통계개발원, 2017)

‐ 삶의 질은 행복감과 경제적 조건(GDP, 노동, 소비), 조건이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과정(여가, 

교육, 건강, 주거, 교통 등), 조건과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으로 구성됨(한준 ․
김석호 ․ 김옥태 ․ 배영, 2018)

◦ 삶의 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서 객관적 ․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관심이 더 기울여지고 있음

(이선혜 ․ 이정섭, 2002; 김이수, 2016; 최예나 2016)

3)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ir position in life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 and values systems in which they 
live and in relation to their goals, expectations, standards and concerns

4) Quality of life is the notion of human welfare(well-being) measured by social indicators rather than by quantitative 
measures of income and production



관악구 ‘청년 삶의 질’ 만족도 연구 8

◦ 청년 삶의 질은 청년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요

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청년 삶의 질은 어느 한 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년층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시대상이 반영된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Ÿ 시대적 ․ 환경적 변화여건 속에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청년층에 

도식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의 중요성과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시대적 특수성

을 고려할 때, 기성세대와는 다른 궤적을 보인다는 지배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삶의 질 측정은 미흡한 편임(오세일 ․ 고태경 ․ 전승봉, 2019)

‐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주거문제와 부채문제

이며, 최근 들어 정신건강만이 아니라 육체 건강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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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5)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

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함(박수호 ․ 이민정, 2013)

◦ 삶의 질 측정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특히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음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에 의해 실시된 청년 삶의 질 조사(Youth Life 

Index)는 19세 ~ 34세 청년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삶의 질 분석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구조화함으로써 청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청년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로 청년의 생애 주기적 상황과 학교라는 공간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학교생활에서 맺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취는 청년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함(김의

철 ․ 박영신, 2004)

‐ 학교에서 제공받는 교육의 수준과 교육의 성취,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더불어, 청년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노력과 근면을 통한 정당한 보상과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낌(박은실 외, 2004)

‐ 청년고용 문제가 직 ․ 간접적으로 파생시키는 청년의 생활수준 변화와 이들의 행복도 ․ 만족도

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청년층의 생애단계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김유빈 ․ 강동우 ․ 오선정 ․ 유동훈 ․ 이지은, 2018)

‐ 청년층의 경제 ․ 노동시장 활동과 더불어 청년의 삶과 생활실태 및 그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함(김유빈 ․ 이영민, 2018; 김유빈 ․ 강민

정 ․ 고영우 ․ 김영아, 2019)

◦ 그 밖에 청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이 어떠한 사회 ․ 심리적 경로를 통해 작용하는지 확인한 

연구들도 있지만, 청소년이나 노년층 등 다른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청년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편임(오세일 ․ 고태경 ․ 전승봉, 2019)

5) 후생경제학자 피구(Pigou, 1929)에 의해 처음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이 언급된 이후 1960년 미국에서 국가
목표위원회(Commission on National Goals)가 창설되고, Bauer(1966)에 의해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가 발표되면서 
정치 ·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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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 인식을 분

석하였음(박선영, 2005, 서봉언 ․ 김인식, 2016; 한승헌 ․ 임다혜 ․ 강민아, 2017; 김지경, 2018; 

이나경, 2018; 한성민 ․ 이숙종, 2018)  

◦ 최근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성격의 연구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의 지역공동체 안

착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및 기반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2017)

‐ 부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들의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김종욱 ․ 김형균 ․ 김도관 ․ 박경옥, 2018)

‐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고양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며 지표 활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 연구(문정화 ․ 임연옥

․ KANG CHAE RYUN ․ 유선치, 2018)

소결

◦ 민선 7기 관악구에서는 청년정책과 신설 및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청년정책이 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구정운영의 목표 중 하나인 ‘머무르고 싶은 청년특구 관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관적인 측면을 고려한 청년 삶의 질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관악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니즈를 조사하고, 민선 7기 관악구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를 통해 청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

로써 향후 관악구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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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사설계 및 설문지 구성

조사 개요

◦ 관악구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현재  삶의 만족도, 

가치관, 관악구 청년정책 만족도 등 관악구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심층 조사하였음

◦ 이와 관련된 조사는 설문조사 수행 실적이 많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수행했으며 훈련된 

조사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항목은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의 예비검토(2019년 10월) 후 청년정책 및 통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본 조사기간은 2019년 11월 6일에서 20일까지 

15일이었음

◦ 응답자 특성 항목과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해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은 총 300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5.65%(신뢰구간 95% 수준)임

 

◦ 세부 조사내용은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향후 5년 후 삶의 질의 변화,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 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청년 정책의 보완점, 관악구 청년시설 및 

소규모 모임, 관악구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었음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 처리하

였으며, 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이었음

[표 2]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9년 11월 6일 ~ 20일(15일간)

조사방식  1:1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300명

표본오차  ±5.65%(신뢰구간 95% 수준)

조사내용

 ∙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 영역별 만족도(직업, 주거환경, 가족관계, 문화, 건강복지 등)
 ∙ 향후 5년 후 삶의 질의 변화
 ∙ 우선시하는 삶의 가치
 ∙ 관악구 청년정책 만족도 및 개선점
 ∙ 관악구 청년시설 활용
 ∙ 관악구 소규모 모임 활동
 ∙ 관악구 주거환경 만족도



관악구 ‘청년 삶의 질’ 만족도 연구 12

조사 항목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evy)의 주관적 웰빙 관련 항목 중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

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1 ~ 10점 척도로 구성

‐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 부문별 만족도

‐ Eurofound에서 진행한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에서 7개 세부

영역별(교육, 직업, 주거, 가족생활, 생활수준, 사회생활, 건강)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청

년 특성에 맞춰 5개 영역별(직업 ․ 학업, 주거환경, 가족관계, 문화 ․ 여가, 건강 ․ 복지)로 변경 

‐ 1 ~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 미래 전망

‐ 일본 정부 내각부 산하 경제 ․ 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에서 실

시한 삶의 질 조사(Quality of Life Survey)에서 사용한 5년 후에 기대하는 행복수준을 사

용함

‐ 측정도구는 –5 ~ +5점으로 0점은 현재와 동일, +1 ~ +5점은 현재보다 증가, -1 ~ -5점은 

현재보다 감소를 나타냄

◦ 삶의 가치관

‐ 대학내일 20대연구소(2018)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에서 사용한 지표 중 관악구 

청년들의 생활모습과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5개 항목으로 4점 리커트식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구성

‐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관악구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

◦ 관악구 특성 항목

‐ 관악구 청년정책 만족도 및 참여도, 우선순위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관악구 청년들의 의식

을 조사하기 위한 7개 문항으로 구성 

‐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청년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을 일부 포함하여 정책 

모니터링 성격의 지표를 선정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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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관악구 청년 삶의 질 만족도 분석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로는 남성 147명(47.7%)과 여성 157명(52.3%)으로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20 ~ 24세 이하가 56명(18.7%), 25 ~ 29세가 119명(39.7%), 30 ~ 34세가 

94명(31.3), 35 ~ 39세 이하가 31명(10.3%)임

◦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32명(10.7%), 1년 ~ 3년이 104명(34.7), 3년 ~ 5년이 89명

(29.7%), 5년 ~ 10년이 51명(17.0%), 10년 초과가 24명(8.0%)임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0 100

성별
남
여

143
157

47.7
52.3

연령대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56
119
94
31

18.7
39.7
31.3
10.3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32
104
89
51
24

10.7
34.7
29.7
17.0
8.0

근로형태
정규직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포함)
무직(학생 포함)

152
75
73

50.7
25.0
24.3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초과

176
107
15
2

58.7
35.7
5.0
0.7

결혼여부
미혼
기혼

254
46

84.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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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는 정규직이 152명(50.7%)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이 75명(25%), 학생을 포함한 

무직이 73명(24.3%)임

◦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76명(58.7%), 200만원 ~ 300만원 107명(35.7%), 

300만원 ~ 400만원이 15명(5.0%), 400만원 초과가 2명(0.7%)임

◦ 결혼여부는 미혼이 254명(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45명(1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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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관악구 청년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73점이고, 평균보다 높은 7점 이상

을 응답한 사람이 65.4%로 현재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6)

‐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8점 ~ 10점)는 응답 비율은 24.7%, 비교적 낮다(1점 ~ 3점)

는 응답 비율은 2.6%로 나타남

[그림 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 현재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별로는 20 ~ 24세, 5년 ~ 10년 

거주, 정규직, 고학력,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남성(6.45점)보다 여성(6.98점)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족도는 20 ~ 24세가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5 ~ 39세

(6.81점), 30 ~ 34세(6.74점), 25 ~ 29세(6.55점) 순으로 나타남

‐ 정규직 근로자의 만족도는 6.91점으로 무직자(학생 포함)의 6.81점, 비정규직 근로자(아르

바이트 포함) 6.15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 별로는 대학원 이상(7.40점), 대학 재학(7.01점), 대학 졸업(6.62점), 고등학교 

6)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0 ~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1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8점, 30대 6.5점으로 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관악구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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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4.83점) 순으로 고학력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연령별, 근로형태별 만족도와 함께 고려해보면,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취업

준비생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Ÿ 또한 고등학교 이하 저학력 집단의 경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다고 응답함으로써 제도

적 차원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월 평균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평균 6.47점으로 월 200 ~ 300만원

(평균 7.07), 월 300 ~ 400만원 (평균 7.33)보다 각각 0.6점, 0.86점이 낮아 월평균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결혼여부에 따른 만족도는 기혼(7.33점)이 미혼(6.62점) 보다 높게 나타남



04 관악구 청년 삶의 질 만족도 분석결과 19

5대 영역별 삶의 질 만족도

◦ 삶의 질을 구성하는 5대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조사 · 비교한 결

과, 가족관계라는 응답이 평균 7.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

(7.11점), 문화(여가)(7.00점), 건강복지(6.92점), 직업(학업)(6.77점) 순으로 나타남7)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직업(학업)은 취업준비 단계인 청년들(25 ~ 29세, 30 ~ 34세)의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나며, 거주기간이 짧고,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미혼인 경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관악구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으며, 고학력, 고소득, 

기혼인 경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청년층의 주거불안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Ÿ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 ~ 24세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거비의 부담은 있지만, 직장 · 학교와의 거리, 교통 등 주요 활동과의 접근성 및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

Ÿ 반면,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불안감이 높아져 취업준비 단계의 청년들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 가족관계는 영역별 ·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지만, 결혼적령기에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대

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Ÿ 남녀 모두 만혼 경향으로 인해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의 미혼율은 연령대가 높

아지면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미혼율은 20대 후반 · 30대 초반에 집중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정인 · 강서진, 2019)

‐ 문화(여가)는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으며, 고학력, 고소득, 기혼과 같이 경

제적 지위는 물론 가정이 안정될만한 여건을 갖춘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건강(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거주기간, 소득과는 별개로 취업준비 연령

이나 미혼의 경우 건강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남성은 가족관계 > 주거환경 > 문화(여가) > 건강(복지) > 직업(학업)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가족관계 > 문화(여가) > 주거환경 > 건강(복지) > 직업(학업) 순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범죄 및 사고, 안전, 주거환경 수리 등 주거 관련 문제로 주거환경을 더 심각하고 

7)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도 영역별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족관계(7.8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건강(6.8점), 주거환경(6.5점), 문화와 여가생활(5.7점), 일자리와 소득(5.4점) 순으로 나타나 관악구 청년들이 관내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 인구수 대비 적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 서울시 최저 보건예산 등 타 지역대비 열악한 의료환
경으로 건강(복지)을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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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 24세는 가족관계 > 주거환경 > 직업(학업) > 문화(여가) > 건강(복지)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25 ~ 29세는 가족관계 > 문화(여가) > 주거환경 = 건강(복

지) > 직업(학업) 순으로, 30 ~ 34세는 가족관계 > 주거환경 > 문화(여가) > 건강(복지) >

직업(학업) 순으로, 34 ~ 39세는 가족관계 > 문화(여가) > 건강(복지) > 주거환경 > 직업(학업) 

순으로 나타남

Ÿ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취업, 직장생활, 이직 등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Ÿ 또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생산적 경제활동’, ‘생존 그 자체’, 

‘지역사회 커뮤니티 보존’, ‘생활의 기본조건’, ‘종족 보존의 본능’의 순서로 포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Ÿ 그 결과 성장률 하락 → 복지비용 증가 → 사회적 단절 → 극단적 양극화 →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가속) → 사회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줌

[그림 2] 5대 영역별 삶의 질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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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삶의 질 전망

◦ 앞으로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에서 +5점까지 11점 등간척도

로 살펴본 결과,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1점 ~ +5점) 비율은 80.1%로, 

관악구 청년 10명 중 8명은 향후 자신의 삶의 질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8)

‐ 현재보다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1점~-5점 기준)한 비율은 2.9%에 불과함 

[그림 3] 미래의 삶의 질 전망

8) 문화체육관광부(2019)에 따르면,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해 전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5년 후에 자신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한 긍정응답 비율은 44.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62.8%, 58.2%로 본 조사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관악구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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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의 가치관

◦ 현재 관악구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행태와 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5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과 사회변화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평균 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2.70점), 여가생활(2.66점), 덕업일치(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행위)(2.61점) 순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악구 청년들은 워라벨 추구에 긍정적인 응답이 74.3%로 부정적인 

응답 25.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휴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삶의 가치에 있어 현재의 삶과 여유를 미래의 행복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임9)

‐ 이러한 가치관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니즈가 큰 것(52.3%)으로 나타

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얕고 넓은 지식을 추구(54.3%)하며, 이는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고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 의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관악구 청년들은 73.3%가 나의 관심과 참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의 가치에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존감을 중요시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취향과 이익을 침해받는 것에 예민한 청년세대는 단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59.3%)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으나,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이타적이고 건강한 개인주의를 추구

하고 있음(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18)

[그림 4]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

9)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9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증가하였으며, 여가활동의 동반자로 혼자서 하는 비율(54.3%)은 점차 
감소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35.5%)로 증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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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5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 5점 등간척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3점)보다 다소 낮고 관악구 청

년 10명 중 5명은 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청년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청년 취업정보 특강 · 멘토링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7점으로 관악구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성 평가를 받은 반면, 신림동 쓰리룸에 대한 인지

도는 2.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먼저, 청년 취업정보 특강 · 멘토링10)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45%로 긍정적인 응답 15%

보다 높게 나타나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로 보다 많은 취업희망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Ÿ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저소득일수록 구직활동 지원

에 대한 정책혜택 체감이 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주택 관련 주거정책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1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3.6%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49.7%로 나타나 청년들의 주거분야에 대한 

많은 니즈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은 체감하기 힘든 것을 알 수 있음 

Ÿ 관악구 주거정책에 대한 유효한 혜택 수요자가 비교적 적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지

원과 차이를 보임

Ÿ 이에 청년주택의 확충 및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한 중개수수료 감면, 청년가구 이

사 지원, 안심 홈 4종세트, 안심택배함 등 지원 확대로 정책포용성 강화가 요구됨

‐ 청년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신림동 쓰리룸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2.55점이며, 부정적

인 응답이 50.7%로 긍정적 응답 13.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청년 커뮤니티 및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통합적 청년정책의 매개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Ÿ 청년 특화사업 및 청년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홍보의 확대가 필요함

‐ 관악 청년축제의 평점은 2.63점, 긍정적인 응답은 15.3%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47.7%로 나

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낮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기획 · 실천하는 관악 청년축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10) 2019년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청년취업 정보박람회를 실시한 바 GE, 구글코리아 등 기업현직자 31명 참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413명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멘토링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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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응답자(8+9+10점)는 관악 청년축제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37.9%, 평점은 5점 만점에 2.81점인 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응답자(1+2+3점)은 부정적인 응답이 68.4%, 평점은 2.32점으로 나타남

‐ 으뜸관악 청년통장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4점이었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16.3%, 부정적인 응답은 49.0%로 나타나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이 필요함  

Ÿ 20 ~ 24세, 남성, 단기거주, 비정규직, 고학력 그룹에서 정책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 비

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Ÿ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유사 자산형성 사업과 차이, 지원자격, 시기 등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관악구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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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정책의 개선방향

◦ 관악구 청년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분야로 청년의 다양

한 눈높이와 니즈 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년정

책에 대한 홍보 강화(32.3%),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10.3%), 단기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 우선 실시(9.3%), 정책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강화(3.7%) 순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응답자(8+9+10점)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39.2%), 청년의 다양한 눈높이와 니즈 파악(37.8%)에 많은 응답비율을 보

인 반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응답자(1+2+3점)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37.5%),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37.5%)에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관악구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 관악구 청년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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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시설 조성방향

◦ 관악구에 청년시설이 마련된다면 어떻게 활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창업오

피스 및 기타 지원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 그 다음으로 다양한 

취미 ·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18.7%), 공유형 커뮤니티 · 행사 등 네트워크 공간(18.3%), 

각종 고민상담 · 멘토링 시설(14.2%), 공연 · 음악 · 미술 등 문화관람시설(12.0%), 청년

정책 안내 · 홍보시설(11.8%), 도서관 · 열람실 등 학습공간(5.5%)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 ~ 24세, 35 ~ 39세의 경우에는 공유형 커뮤니티 · 행사 등 네트워크 공간과 

다양한 취미 ·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을 중요시하며, 25 ~ 29세의 경우에는 창업오피스 시설, 

30 ~ 34세의 경우에는 각종 고민상담 · 멘토링 시설에 대한 니즈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Ÿ 청년 일자리의 대안으로 창업이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25 ~29세 청년층에서 자아실현

의 기대, 어려운 취업의 차선책 등의 이유로 창업시설에 대한 선호가 크지만, 30 ~ 34세 

청년층은 낮아진 자존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학자금 ·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부채문

제 등의 이유로 고민상담 · 멘토링 시설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고학력, 고소득,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창업오피스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저

소득, 직업이 불안정할수록 공유형 커뮤니티 · 행사 등 네트워크 공간과 다양한 취미 · 여가

활동 및 체험공간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청년정책 안내 · 홍

보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

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연령별 관악구 청년시설 활용방안(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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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모임의 참여 및 활동

◦ 관악구 청년 2명 중 1명은 소규모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소규모 모임에 대한 참

여 이유로는 대체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삶의 변화를 추구하

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중위계층인 경우, 학생, 미혼인 경우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 모임 참여에 대한 매우 부정적임

Ÿ 특히 남성은 긍정적인 응답이 58.1%로 부정적인 응답 35.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44.6%로 부정적인 응답 47.1% 보다 낮게 나타남

Ÿ 연령별로는 30세 미만(20 ~ 24세, 25 ~ 29세)의 경우 소규모 모임의 참여에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은 반면,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Ÿ 미혼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이 54.7%로 부정적인 응답 37.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30.4%로 부정적인 응답 65.2% 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8] 소규모 모임의 참여 의향

‐ 참여 의향에 대한 이유로는 삶의 활력 ‧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4.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20.2%),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고 싶어서(18.7%),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14.3%),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9.7%), 나와 잘 맞는 사람이 1 ~ 2명은 있기에(6.5%), 연애 등 특별한 상대

를 만나고 싶어서(4.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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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소규모 모임의 참여 이유(복수응답)

◦ 참여하고 싶은 소규모 모임으로 자산관리(주식 · 금융 · 투자), 악기연주(기타, 피아노), 

운동 · 스포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흔하게 접하는 커피, 사진 · 영상, 미식 · 요리 등 다양

한 니즈가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지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지식의 영

역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음.

‐ 소규모 모임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물음에 대해 자산관리(주식, 금융, 투자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악기연주(기타, 피아노 등)가 

16.2%, 운동·스포츠 13.8%, 커피·바리스타 12.0%, 영화 · 전시회 관람 11.0%, 사진 · 영상 

촬영 8.5%, 미식 · 요리 7.7%, 화장법 · 뷰티 4.0%, 독서 · 글쓰기 3.8%, 맥주 · 와인 3.7% 

순으로 나타남.

‐ 소규모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관악구 청년들

의 취향이 미분화 경향을 보이며 얇고 넓은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성별 및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무직(학생) 또는 정

규직, 고학력일수록 주식, 금융, 투자 등 자산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Ÿ 거주기간 별로는 1년 미만은 운동 · 스포츠를 가장 선호하고, 3년 ~ 5년은 악기연주(기

타, 피아노 등)에 참여하길 원하며, 그 밖에 1년 ~ 3년, 5년 ~ 10년, 10년 초과는  자산

관리(주식, 금융, 투자 등)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타남

Ÿ 근로형태 별로는 정규직과 무직(학생)의 경우 자산관리(주식, 금융, 투자 등)를, 비정규

직의 경우 악기연주(기타, 피아노 등)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와 300 ~ 400만원은 자산관리(주식, 금융, 투자 등)를, 200 ~

300만원은 악기연주(기타, 피아노 등)를, 400 ~ 500만원은 미식 · 요리를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남

Ÿ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자산관리(주식, 금융, 투자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영화 · 전시회 관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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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참여하고 싶은 소규모 모임(복수응답)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통한 자산 형성에 많은 청년

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금융소비, 최적화된 자산관

리로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 돈라벨을 추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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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 관악구 주거환경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6.77점이고, 평균보다 높은 

7점 이상을 응답한 사람이 69.4%로 현재 관악구의 주거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영역별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7.11점으로 조사된 결과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관악구 청년들은 대중교통 취약, 여성치안 불안감, 편의시설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관악구의 주거환경에 대해 인식이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주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녹지비

율로 인한 쾌적한 자연환경, 보행자 중심의 거리, 강남권과 가까운 교통, 낮은 주거비 등으

로 인해 만족도는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11]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남성, 20대 초반, 10년 초과 거주기간, 정규직, 

300 ~ 400만원의 소득수준, 고학력, 기혼자의 경우 높게 나타나며, 고소득자와 저학력자

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성별의 경우 남성의 주거환경 인지도(6.81점)가 여성(6.7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Ÿ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여성(7.13점)이 남성(7.08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만족도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20 ~ 24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7.0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5 ~ 39세(6.97점), 30 ~ 34세(6.73점), 25 ~ 29세(6.59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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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20 ~ 24세(7.48점) > 30 ~ 34세(7.27점) > 35 ~ 39세(7.1점)

> 25 ~ 29세(6.81점) 순으로 나타나, 특히 25 ~ 29세 청년층에서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빈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별로는 300 ~ 400만원(7.5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 ~ 300만원(6.88점), 200

만원 이하(6.64점), 400 ~ 500만원(6.00점) 순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7.13점)의 관악구 주거환경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대학 재학(6.93점), 대학 졸업(6.72점), 고등학교 이하(5.00점) 순으로 나타남

Ÿ 주거환경 만족도의 경우 대학원 이상(8.00점) > 대학 재학(7.33점) > 대학 졸업(7.01

점) > 고등학교 이하(5.0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하 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11)

‐ 결혼여부 별로는 기혼(7.04점)이 미혼(6.72점) 보다 관악구 주거환경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에 따른 관악구 주거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도가 비교적 높은 응답자(7.27점)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응답자(5.50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한겨레(2019. 11. 2), ‘대학 안 간 젊은이는 청년정책 사각지대’에서 청년정책 대부분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대학 밖 청년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들어선 탓에 소득, 주거 등에서 
삶의 질이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을 지적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5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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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요약 및 정책제언

연구 요약

◦ 관악구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73점(10점 만점 기준)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여성, 20 ~ 24세, 5년 ~ 10년 거주, 정규직, 고학력,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을 구성하는 5대 영역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7.79점)

‐ 삶의 질을 구성하는 5대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가족

관계(7.79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7.11점), 문화(여가)(7.00점), 건강복지

(6.92점), 직업(학업)(6.77점) 순으로 나타남

◦ 미래의 삶의 질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함(80.1%)

‐ 앞으로 5년 후 자신의 삶이 질이 좋아질 것이다(+1 ~ 5점)라는 응답 비율은 80.1%이며, 

삶의 질 전망 평점은 5점 만점에 2.21점임

◦ 여유와 쉼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변화 가능성에 긍정적(2.87점)

‐ 라이프스타일 및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 5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워

라벨(2.87점)과 사회변화 가능성(2.87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바

탕이 된 이타적 개인주의 추구(2.70점), 얇고 넓은 지식을 추구(2.66점), 취미 · 여가생활을 

직업으로 삼는 덕업일치(2.61점)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주요 청년정책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정책사업은 청년 취업정보 특강 · 멘토링

‐ 관악구 주요 청년정책 5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청년 

취업정보 특강 · 멘토링(2.67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으뜸관악 청년통장(2.64점), 관

악 청년축제(2.63점), 청년주택(2.61점), 신림동 쓰리룸(2.55점) 순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중장기

적 관점에서 청년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함

◦ 청년활동 지원시설은 창업오피스, 취미· 여가 및 체험공간, 네트워크 공간 중심으로 조성

‐ 관악구에 청년활동 지원공간 조성시 필요한 시설로 창업오피스 및 기타 지원 시설(19.2%)

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취미 · 여가활동 및 체험공간(18.7%), 공유형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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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 행사 등 네트워크 공간(18.3%), 각종 고민상담 · 멘토링 시설(14.2%), 공연 · 음악 ·

미술 등 문화관람시설(12.0%), 청년정책 안내 · 홍보시설(11.8%), 도서관 · 열람실 등 학습

공간(5.5%) 순으로 나타남

◦ 관악구 청년 2명 중 1명은 소규모 모임 참여에 긍정적(51.0%)

‐ 소규모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에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중위 소득수준, 무직(학생 포함), 

미혼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냄

◦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 · 에너지를 얻는 원동력으로 소규모 모임에 참여(24.2%)

‐ 참여 의향에 대한 이유로 삶의 활력 ‧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24.2%)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20.2%),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고 싶

어서(18.7%),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14.3%),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9.7%), 나와 잘 맞는 사람이 1 ~ 2명은 있기에(6.5%), 연애 등 특별한 상대를 만나고 싶

어서(4.8%) 순으로 나타남

◦ 자산관리, 악기연주, 운동 · 스포츠뿐만 아니라 커피, 사진, 요리 등도 배움 영역으로 확장

‐ 구체적인 유형별로 소규모 모임에 대한 참여 의향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관악

구 청년들의 취향이 미분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도는 6.77점(10점 만점 기준)

‐ 취약한 대중교통, 불안한 여성범죄, 미흡한 편의 · 문화시설 등의 이유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이 실제 주거에 따른 만족도(7.11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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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 및 보고 명시

Ÿ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Ÿ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

‐ 청년주간 행사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Ÿ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유쾌하고 즐겁게 풀어내는 청년주간 행사를 1년 중 1주간 명시

함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 가능

‐ 청년정책보좌관의 정의, 임무, 채용 등을 명시하여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Ÿ 청년정책의 실행을 촉진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 조정 ․ 자문 등을 수행할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명시

◦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1.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②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③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2.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7.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 다수의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 ․ 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Ÿ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Ÿ 청년정책포럼, 토론회, 공론장 등 청년 네트워킹 참여

Ÿ 청년정책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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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당사자 주도의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Ÿ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청년정책을 공모

‐ 민 · 관 협력을 통한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사회적관계망 조성

Ÿ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협치실행추진반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

을 마련하여 소통과 공유의 기회제공

Ÿ 청년 대상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청년 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종합 활동공간 조성

‐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공간 인프라 확충

Ÿ 일자리, 창업, 복지, 상담, 정책홍보, 커뮤니티 등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을 위한 ‘관악 청년센터’ 건립 

‐ 청년 문화 창출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 활력공간 조성 및 운영

Ÿ 청년 사회적 관계망 조성 및 통합적·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림동 쓰리룸’ 기능 확대

Ÿ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 · 활동공간이 집약된 ‘관악 청년청’ 조기 건립 추진

‐ 유휴공간, 기존 시설을 활용 또는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며, 기존 문화시설과의 유기적 연계 

Ÿ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약을 통한 ‘청년 희망아지트’ 조기 건립 추진 

Ÿ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청년 문화 거점공간 ‘청년 문화존’ 운영

‐ 청년문화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청년 문화공간 확충 및 공간개선 추진

Ÿ 관악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플랫폼(관천로)’ 조성 

◦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심층여론조사 시행 및 공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청년 실태조사 시행

Ÿ 관악구 특성에 맞는 청년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

Ÿ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1.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청년정책을 일상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홍보 강화

‐ 관악구 주요 청년정책, 청년시설 등 청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담은 리플릿 

제작 ․ 배포

‐ 유튜브, SNS,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청년정책 홍보 마케팅 지원 강화

‐ 관악구 청년활동 지원기관을 활용한 공동사업 개발 및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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