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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참여 수준은 아직 미흡

2019년 10월 24일 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르면, 

한민국 아동의 참여가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이고,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

안에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참여

는 부분 의견 수렴의 공론장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교육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청

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상황, 사건, 과정 또는 결과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

의 하나인 정책참여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가장 작은 단위의 핵

심 기구로서 효율적인 기초지자체의 청소년 의회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상설 청소년 의회 모델을 마련하였다. 

참여는 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적이자 고유권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참여 기구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방안, 운영 상태에 한 분석 과정에서 부분의 참여 

기구가 지나치게 민주시민 교육 목적 또는 정책에 한 토론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

직까지 아동을 교육의 상으로만 보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

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자 그 자체로 보호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권리이

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협약의 제12조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제2조 비차별원칙, 제3조 최선의 이익원칙, 제13조 정

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5조 성인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을 권리, 제19조 모든 형태의 학 와 폭력으

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유기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의 핵심 기구가 

될 아동·청소년의회는 위에 언급된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를 지역의 특성에 맡게 구성해야 

한다. 참여형태에 있어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적합한 형식을 찾고, 참여기회, 의견형성, 정책결정

권자와의 소통, 의견의 영향성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참여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

해서,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이고 분명한 역할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성인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

도 등 보조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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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기능 확대를 통한 대표성을 가진 정책참여기구 설치  

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활동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와 같이 분

야나 장소에 제한된 참여가 주가 되어 왔다.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경쟁적으로 학생참여기

구를 만들어 중복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하는 것은 참여기구들의 표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참여기구는 부분 학생회 소속의 학생 등 일정 그룹의 참

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도 제한적이고, 참여 학생들의 유사기관 중복 참여로 피로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영역에 제한이 없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

고 지역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해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참여 기관으로 자치구의 상설 청소년

의회와 그를 보조하는 상설 온·오프라인 공론장의 개설이 필요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의 목소리도 대변하는 정책참여기구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정책 참여기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해

야 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목소리와 사회배려계층의 목소리도 표할 수 있도록 비례성

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기회 확 와 비례성 확보는 단순히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아닌 제도

적 보조, 적극적인 참여 권장으로 인해서 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원의 선출방식부터 청소년의회의 안건선정 방식까지 구성과 운영에서의 표성과 함께 

비례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포구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는 중 아동·청소년 의회는 관내 학교를 

지역구 형식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는 학교 표, 행정동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지역 표, 그리고 사회배례계층

을 위한 선발 및 임명하는 비례 표로 구성하여 표성과 비례성을 함께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성

(性)의 비율이 70%를 넘지 않게 하였다. 

상설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개설하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아

동·청소년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 및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기초지자체·지자체의회·교육지원청과 연계로 아동·청소년 정책참여의 효율성 강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참여기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참가하고 있다. 부

분의 청소년들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참여기구에만 

참석이 가능하다. 출석 문제도 있고, 지자체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자체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 및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연계하

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학생

들의 정책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으로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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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배경 및 목적

1) 청소년의 기본권인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관심 부족

◦ 청소년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다양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

◦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미래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

하며, 청소년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함 

◦ 학령기 학생들은 입시경쟁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교육의 대상으로 고려되며, 참여권 행사를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또는 교육활동 이후의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현실 

◦ 청소년은 그 성장과 발달의 성숙도에 맞는 참여 활동을 통해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찾고, 

사회 구성원이자 청소년 집단의 한 사람으로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가 있음 

◦ 현재 많은 자치구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참여 기관은 그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 대한한국의 청소년들은 다른 OECD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사회 참여나 문화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OECD. 2017), 이는 마포구 

청소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음(마포구청, 2019) 

 

2) 정부·부처·지자체·교육부처 청소년의 참여권 강화는 관련된 모든 주체의 의무

◦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사에서 대한민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복지부를 포함하여, 아동의 교육과 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부처는 각자 

다른 참여기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참여권의 보장 수준이 낮으며, 기구들의 역할이 유사한 

점 등, 보완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많음. 이는 각 부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차체에서도 동일

한 문제로 발생함 

◦ 각종 청소년참여기구의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고, 참여기구 간 역할의 중첩이 발생하여 

질적･양적 개선 노력 필요

◦ 청소년의 지역 참여기구는 지역별 기초지자체별 그 격차가 심하며, 활발한 곳은 상설 청소년

의회라는 대표기구를 만들었지만, 마포구는 아직 상설 청소년의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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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의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청책과 대표성 있는 정책기구 설립 필요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대표

성 제고와 참여기구의 기능 및 운영 활성화 강화를 주요 사안으로 정함 

◦ 청소년 정책 기구의 대부분은 교육영역 또는 시설의 운영 또는 마을의 자치사업 등과 같은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

◦ 서울시에는 11개의 자치구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배려 계층의 참여가 적으

며, 전체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음 

◦ 언택트 문화 속에서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상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권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 및 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마포구는 현재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민관학 거버

넌스를 위한 학생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의 참여권 보장에 그치고 있음

2 ∙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 청소년참여의 기본권적 의미 고찰 

◦ 청소년참여 정책과 참여기구 현황 분석 

◦ 마포구 청소년 참여정책과 참여기구 분석

◦ 마포구 청소년 참여 실태 및 시사점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중심으로 청소년참여권 보장 방안 분석 

◦ 마포구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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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1) 내용적 범위

◦ 청소년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기구의 기능 

및 권한이 달라짐 

◦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 중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대상으로 함

◦ 청소년 참여를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접근

 
(2) 연구 대상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에 해당하나, 이 연구에서는 선거권과 같이 정치참여

가 제한된 연령인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는 마포구 관내 초·중·고 진학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임.  

◦ 청소년 참여를 청소년의 기본권으로서 접근  

(3) 시·공간적 범위

◦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함

◦ 청소년 참여 형태는 마포구의 주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정책참여 기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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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의 의미에 관한 인권적 접근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 아동·청소년참여 관련 법률, 서울시 자치구 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검토

◦ 마포구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 현황자료 검토 

2) 설문조사 

◦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마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해당 연령의 거주 청소년 중 정책참여 경험자

를 대상으로 함 

◦ 일반학교, 특수학교, 디자인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환경이 다른 학생들로 구성 

3) 인터뷰

◦ 청소년참여의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청소년참여기구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관계자 대상 

인터뷰를 실시 

◦ 청소년을 포함하여, 의회의 설립, 구성,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사, 학부모 등 관

여 주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을 선정함 

◦ 일반고 학생, 특수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교사, 청소년시설 담당 공무원, 구의원, 교육지

원청 장학사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사회배려계층의 정책참여 활동과 관련,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학생 외에, 특수학교 교사,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교사를 인터뷰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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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4 ∙ 연구 추진체계

◦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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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여권의 이해 

◦ 참여란, 상황, 사건 또는 어떠한 과정에 활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그 기여도와 자율성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있음(A.James&A.James, 2012)

◦ 아동·청소년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참여가 제한되며, 어른들의 지도와 통제를 받음 

아동·청소년은 참여가 제한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성장하면서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시선에서 아동 스스로의 내린 잘못된 결정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었음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생기기전까지 아동은 다양한 권리에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

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속한 객체로 인식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참여권은 인정받지 못했음 

◦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생물학적 기준인 나이로 결정이 되며, 근거 법률에 따라 나라마다 차

이는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여,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  

◦ 국제기구들은 통상적으로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 기

본법은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노동, 결혼, 정치참여, 경제활동 등 분야에 따른 다른 나이 기준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예외 규정도 상이함.

◦ 본 연구의 참여권 대상은 대한민국 선거연령 기준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기준인 

만 18세 미만으로 함. 

◦ 이 연구에서 참여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입을 의미함 

◦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 의사를 표현하고 그 것에 청소년

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는 적정한 무게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12조를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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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한다.

[표 2-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참여수준과 유형은 다양한 모델과 학설이 있음 

‐ 참여 모델의 차이는 참여 방식, 참여 정도, 과정, 관계 등 어떤 부분에 중요도를 두는

가에 따라 달라짐 

◦ 대표적인 참여 모델로 Hart의 참여 사다리 (Hart’s ladder)가 있음

‐ 아동·청소년의 참여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8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이 구분은 단순

한 참여 형태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함 

‐ Hart는 참여 수준에 따라 총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처음 3단계인 1단계 조작

(Manipulation), 2단계 동원(Decoration), 3단계 명목(Tokenism)까지를 비참여 단

계로 구분함 

‐ 나머지  4단계인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나 할당(Assignedbutinformed), 5단계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ConsultedandInformed), 6단계 성인 주도로 청소년과의 의사

결정 공유(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youth),7단계 청소년 주도 및 

관리(Youth-initiatedanddirected), 8단계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 공유

(Youth-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adults)을 진정한 참여의 단계(degree of 

participation)로 구분함.

‐ Hart의 참여 사다리 모델은 최종적인 평가 도구는 아니라고 Hart 스스로 밝혔으며, 

참여 이론의 초기 단계 모델로 단순 측정 도구(‘a simple measuring stick) 정도로 

의미를 두었음(Hart, 1992)  

◦ Lundy(2007)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4개의 핵심 요소로 개념화 하여 새로운 

참여 모델을 제안함 

‐ 4개 요소는 각각 공간(Space), 목소리(Voice), 청중(Audience), 영향(Influenc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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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undy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개념화 도식

‐ 공  간 :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 할 공간(기회)

‐ 목소리 :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함

(적절한 지원의 의미 포함) 

‐ 청  중 :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의사결정 관련자에게 경청되어야 함

‐ 영  향 : 아동·청소년의 의견은 적절하게 반영 되어야 함1) 

◦ Tisdall(2016)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가 아동의 능력과 성숙도에 대한 성인의 재량적 결

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비판함

‐ Hart와 Lundy의 참여 모델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평가하거나 그 참여의 영향

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됨 

◦ 또한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

(Structure)에 주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정 능력(Agency)이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구조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간의 변화를 일으킴을 이해해야 함 

1) Lundy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참여의 기준이 된 것을 비판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아이의 의견이 
성인의 의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지적, 이를 위해선 의견형성과 표현에 적절한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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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여권의 핵심 

◦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나이 제한은 있어서는 안되며,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맡는 의견 형성

과 표현을 위한 적합한 지원이 필요함(일반논평 7) 

◦ 아동·청소년의 의견 형성과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의견, 국적, 

사회적 출신, 가난, 장애, 출생, 성적 지향성 등으로 차별 될 수 없음

◦ 아동·청소년의 참여에는 그들의 진화하는 능력들(Evolving capacities)에 맞는 적절한 고려

가 반영(Tobin, 2015)되어야 함

◦ 아동의 참여활동은 아동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자아,  그리고 스스로 형

성하는 주체적 자아가 있음을 모두 고려하고 존중해야함(Hanson, 2016) 

◦ 기회가 적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참여활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더 큰 

도전이기 때문에(Ansell, 2009), 그런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회가 적거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의사 형성 및 결정 집단을 

조직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참여권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지양되어야 함(일반논평 9)

◦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가장 우선적인 책임자이며,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보육 및 행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성인들도 참여를 권장할 책임을 나눠 가짐 

◦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이와 

발달 정도 등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지원받아,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 받아야 

함 

◦ 이러한 의사결정·정책결정과정에 참여와 이를 위한 지원이 의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은 의사 표현과 참여 활동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공격받고 사생활이 침해 받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의사결정에 범위와 그들의 권한, 그 결정이 가지는 잠재적인 영향력 

등에 관해서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을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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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의 법적 근거

1) 유엔아동권리협약2) 

◦ 유엔아동권리협햑은 최초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기본권을 가진 법적 주체로 인정함 

◦ 동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참여권의 보장 및 존중은 국가

의 의무가 됨 

2)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참여를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이자 권리로서 보장함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참여의 근거 법률로서 청소년참여 보장은 이 법에 기초하고 있음

◦ 동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청소년정책 수립 시 기본방향으로 삼

고 있으며,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서는 청소년의 시정참여를 별도로 규정함

3)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청소년참여를 보장하는 서울시 조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있음

◦ 조례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제6조 제2항에서는 인권보장의 원칙 중 하나로 어린이·청소년이 인권의 주체이기에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함

‐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자치활동과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

정함

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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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비롯

하여 제20조에서는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5) 서울특별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 서울특별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명문화함

◦ 제7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

◦ 제7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의회 구성을 명시함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참여권을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

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로 정의함 

◦ 제5조 제4항에서는 아동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

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을 넣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1항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음 

◦ 제9조에서는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함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4항을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주체와 학생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함을 명시함

◦ 교육분야에 한정적인 기구이나, 아동·청소년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

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인 학교와 교육분야에 참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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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정책환경

1_지역사회 주민 참여

2_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배려계층 현황

3_마포구 아동 청소년 정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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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역사회 주민 참여

◦ 현재 마포구 지역사회 주민참여 관련 사업은 총 12개로 파악됨. 그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 명예 기자단>과 <혁신교육지구사업 원탁토론회 넘버원 청소년 정책 

100인>임

연번 담당조직 예산(천원) 사업현황 참여형태

1 홍보과 727 어린이 명예 기자단 구정홍보

2 홍보과 12,480 내고장 마포 구민객원기자단
지역 이슈 취재 및 인터뷰, 

자유기고

3
마포1번가연구

단
329,400

정책소통플랫폼 마포1번가 
(주민의 정책제안 플랫폼)

민원 및 광범위한 정책제안
(운영은 구에서 전담)

4
마포1번가연구

단
950,000

지역사회 혁신계획
(민관협치 사업)

민관협력 정책 발굴 
 공동 운영(참여 필수)

5
마포1번가연구

단
417,04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 수반되는 사업제안 
운영(구 또는 민간단체)

6 자치행정과 745,358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위주)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선정

7 자치행정과 220,000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및 

공유촉진 공모사업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사업 

기획 및 추진

8 기획예산과 19,249
공약사업 평가 원탁회의

주민배심원단 운영
구청장의 공약 이행 평가 및 

안 제안

9 교육지원과 15,000
혁신교육지구사업 원탁토론회
넘버원 청소년 정책 100인 

청소년이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10 교육지원과 1,876
학부모 교육자문단 

(200여명 이상의 학부모 
자문단)

교육지원 사업 및 청소년 지원 
정책에 한 자문

11 아동청년과 3,000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탁토론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제발의 및 원탁토론

12
36개 과에서 

실시 중
개최여부에 
따른 변동

마포구 각종 위원회 민간참여
(상설 103개, 비상설 10개)

마포구의 각종 사업에 한 자문 
및 평가

자료 : 마포구 내부 자료(2020)

[표 3-1] 마포구 지역사회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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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배려계층 현황 

1) 아동·청소년 현황

◦ <청소년보호법>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인 0-18세를 대상으로 할 때, 마포구의 청소년 인구는 

2019년 기준 52,329명으로 총 인구의 14.0을 차지함.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7년 56,912명

을 기록한 이래로 그 수와 구성비 모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와 동일한 현상임

대상 지역
2017 2018 2019

인구 수 구성비1)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아동·청소년2)

(0-18세)

서울시 1,510,311 15.3 1,437,449 14.7 1,370,602 14.1

마포구 56,912 15.2 54,840 14.6 52,329 14.0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2019),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구성비 = (해당 연령 인구 / 총 인구) *100
주2.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따른 청소년 인구

[표 3-2] 마포구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2017-2019)

◦ 마포구 2019년 기준 동별 청소년 인구를 살펴보면 아래 [표 3-3]과 같음. 마포구 전체에서

는 15-19세 청소년의 인구가 15,8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동별로는 상암동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7,306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성산2동 

6,589명으로 나타남. 대흥동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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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 계
연령별 (5세)

0 - 4세 5 - 9세 10 - 14세 15 - 19세

마포구 56,287 12,847 13,713 13,897 15,830

공덕동 5,026 1,274 1,133 1,031 1,588

아현동 4,271 1,536 1,128 772 835

도화동 3,340 804 822 802 912

용강동 4,316 944 1,366 1,190 816

흥동 1,112 184 239 304 385

염리동 2,145 459 519 584 583

신수동 3,769 934 846 904 1,085

서강동 3,830 950 1,050 810 1,020

서교동 2,296 495 475 535 791

합정동 2,361 847 464 440 610

망원1동 2,650 600 593 638 819

망원2동 3,037 598 733 770 936

연남동 1,591 395 347 332 517

성산1동 2,648 479 619 695 855

성산2동 6,589 1,294 1,556 1,704 2,035

상암동 7,306 1,054 1,823 2,386 2,043

자료: 통계청(2019), 주민등록인구현황 DB웹서비스

[표 3-3] 마포구 행정동별 아동청소년 인구(5세별. 2019)
(단위: 명) 

2) 사회적 배려계층 현황

⧠ 장애인

◦ 마포구의 장애인구는 총 13,1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51%임. 한편 0-19세의 아동 청소년 

인구 56,287명 중 장애 청소년 수는 472명으로, 총 0.84%의 비율을 나타냄

구분
전체 아동 청소년 (0-19)

총 인구 장애인구 비율(%) 총 인구 장애인구 비율(%)

서울시 9,729,107 394,843 4.06 1,482,264 13,767 0.93

마포구 374,035 13,119 3.51 56,287 472 0.84

자료: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2019)
주. 일반가구에 한함(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표 3-4] 마포구 장애인구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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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마포구의 외국인 인구는 총 11,89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임. 이는 서울시의 비율인 

2.8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임. 한편 0-19세의 아동 청소년 인구 57,523명 중 외국인 인구

는 1,236명으로 서울시(1.93%)보다 높은 비율인 2.15%를 기록함

구분
전체 아동 청소년 (0-19)

총 인구 외국인구 비율(%) 총 인구 외국인구 비율(%)

서울시 10,010,983 281,876 2.82 1,511,483 29,219 1.93

마포구 385,925 11,890 3.08 57,523 1,236 2.15

자료: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2019)
주.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포함된 전체 가구 통계임.

[표 3-5] 마포구 외국인구 현황
(단위: 명, %) 

⧠ 한부모 가구

◦ 마포구의 한부모 가구는 13,596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주 중 8.7%를 차지함. 성별로 살펴보

았을 때는 남성 가구주(3,924가구, 4.1%) 보다 여성 가구주가 9,672가구로 많으며, 그 비율

도 15.9%로 높게 나타남

2019

일반 가구 한부모 가구 비율(%)

서울시 3,896,389 381,342 9.8

남성 2,530,197 114,515 4.5

여성 1,366,192 266,827 19.5

마포구 156,885 13,596 8.7

남성 96,035 3,924 4.1

여성 60,850 9,672 15.9

자료: 통계청(2019)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비율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표 3-6] 마포구 한부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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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구

◦ 마포구의 다문화 가구는 총 2,064 가구로 전체 가구의 13.1%가 다문화 가구인 것으로 나타

남. 이는 서울시의 비율인 17.8%에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임

2019

일반가구 다문화 가구 비율(%)

서울시 3,896,389 69,738 17.8%

마포구 156,885 2,064 13.1%

자료: 통계청(2019)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비율 = 다문화 가구 / 일반가구

[표 3-7] 마포구 다문화 가구 (2019)
(단위: 가구, %)

3) 마포구 학교 현황

◦ 마포구 관내에는 총 46개교가 있으며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

수학교와 외국인학교 각 2개교씩으로 구성됨. 총 학생 수는 29,498명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비고

초등학교 22 671 15,272 1,104 공립 21, 사립 1

중학교 14 306 7,392 677 공립  9, 사립 5

고등
학교

일반고 6 165 4,578 373 공립  2, 사립 4

특성화고 3 64 1,583 163 사립 3

특수
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1 27 673 61 직업교육특수학교

한국우진학교 1 39 177 73 장애지원특수학교

외국인학교 2 - - -
서울드와이트 스쿨, 

서울일본인학교

계 46 1,233 29,498 2,378

자료 : 마포구 내부 자료(2020)

[표 3-8] 마포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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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로 학교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염리동이 총 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망원1동, 용강동과 

같은 일부 행정동에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마포구 동별 초·중·고등학교 현황

자료: 마포구 스마트 생활지도(2020)

3 ∙ 마포구 아동 청소년 정책 자원

1)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 마포구 교육지원과(9개), 아동청년과(14개), 환경과(6개), 마포보건소(1개), 마포중앙도서관

(2개), 여성가족과(1개), 자치행정과(1개)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교육지원과 1개 사업, 환경과 6개 사

업, 중앙도서관 2개 사업이며, 교육지원과 사업의 경우는 설문조사와 원탁토론이 진행되어 

청소년추진정책 선정결과에 관한 공문 발송이 이루어짐. 그 외의 사업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차년도 계획 또는 강좌/프로그램 개설시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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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명 예산 수요조사
실행부서 및 

기관

교육
지원과
(9개)

  2020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우리가바라는넘버원청소년정책" 15,000,000 ○
마포청소년문

화의집

 마포혁신교육지구 동아리지원사업 106,400,000 X 망원청소년문
화의집 마포혁신교육지구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2,500,000 X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꿈을찾아떠나는시간' 52,700,000 X

도화청소년문
화의집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16,000,000 X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시티엔티어링' 7,000,000 X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 '스포트라이트' 5,000,000 X

 싸이언스팩토리 102,300,000 X 마포청소년문
화의집 청소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모두다큐' 3,200,000 X

아동
청년과
(14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0,792,000 X
망원청소년문

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1,684,000 X

 마포구청소년뮤지컬단 42,000,000 X

 청소년참여위원회 3,900,000 X
마포청소년문

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1,684,000 X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16,000,000 X

 청소년운영위원회 1,684,000 X

도화청소년문
화의집

 마포구청소년자원봉사 회 5,610,000 X

 마포구청소년자원봉사실태조사 5,500,000 X

□10 청소년 마을축제 및 달빛야시장 6,000,000 X

□11 우리동네  키움센터 3개소 설치 303,000,000 X -

□12 열린육아방  운영(성산1동) 39,000,000 X -

□13 공동육아방  운영(연남동) 9,000,000 X -

□14 아동권리교육 11,110,000 X -

환경과
(6개)

 환경체험교실 13,300,000 ○ -

 녹색환경학교 4,880,000 ○ -

 지구살리기프로젝트 1,600,000 ○ -

 기후환경학교 1,100,000 ○ -

 유아 상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7,500,000 ○ -

 초등학생 상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6,000,000 ○ -

마포
보건소

 마포구 청소년금연홍보단 52,900,000 X
망원청소년문

화의집

마포중앙
도서관

 특기적성 프로그램 303,000,000 ○ -

 학교연계(4C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지원 233,179,000 ○ -

여성
가족과

 청소년유니버설디자인프로젝트Ⅱ ‘더블-업(UP)’ 4,000,000 X
마포청소년문

화의집

자치
행정과

 마포구공유촉진사업 다자녀가족공유텃밭 4,500,000 X
마포청소년문

화의집

[표 3-9] 마포구 아동청소년 정책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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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관련 구청장 공약사항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3개가 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공약이며 모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여 추진 중임. 다만 공약사항은 교육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공약 사항

은 존재하지 않음

연번 공약사업 추진현황 이행률 주관부서

1 무상교복지원 이행중 21.2 교육지원과

2
겨울철 냉골교실 여름철 찜통교실 지원
학교시설안전 수시종합점검 실시, 노후시설교체

이행중 68.4 교육지원과

3 학교 공기청정기설치 완료 100 교육지원과

[표 3-10] 마포구 청소년 관련 구청장 공약사항

3)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 사업부서: 마포구청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혁신지원팀 

◦ 사업목적 

‐ 마포 마을배움공동체 인큐베이팅

‐ 참여주체 창의적 혁신역량강화

‐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마포특화 미래혁신교육 모델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12(2016년부터 추진중. 1년 단위 사업 추진)

‐ 사업내용: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대효과

‐ 교육주체 간 수평적 파트너십 경험&마을-학교 협력분위기 조성

‐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습생태계 조성으로 교육혁신도시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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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기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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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 마포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가입을 신청하고 현재 사업을 준

비 중임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발달·보호·참여권

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업적 노력이 필요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기본권이자 주요 

사업영역으로 마포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개선해야 하는 영역임  

[그림 3-3]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04

마포구 아동·청소년 참여실태

1_마포구 아동·청소년 참여 기구 현황

2_마포구 아동·청소년 참여 실태 조사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연구 28

1∙마포구 아동·청소년 참여 기구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주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구성
만 9~24세 청소년 10~30명, 공개모집, 1년 
임기(원칙)

시설당 만 9~24세 청소년 10~20명, 공개모집, 
1년 임기(원칙)

주요
기능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청소년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 회 등 참여 및 

개최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내 다양한 진로역량제고 관련 

활동 장려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전국 234개소
(여가부 1개, 시·도 17개, 시·군·구 216개)

전국 331개소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 반영 도모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p.65-121.

[표 4-1] 청소년 참여기구의 특성

1)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3)

◦ 대상: 14세~19세 청소년(마포구 관내 학교 재학 및 거주 청소년)

◦ 목적: 마포구 청소년들의 대표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

해 정책 제안

◦ 목표: 

① 마포구 청소년 현황조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교육, 취미활동 등 마포구 청소년의 이슈 

조사

3) ‘누리봄’: 세상을 봄처럼 희망차게 바꾸는 사람이 되길!‘이라는 의미로,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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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마포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누리봄’ 활동 내용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p.116-121.

②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발휘: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객관적, 분석

적으로 조사 및 분석법에 대한 전문교육도 받음

③ 마포구 청소년 정책 제안: 마포구청에 직접 청소년 정책 제안

◦ 위원회 구성

공통(시·도 및 시·군·구)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역 내 청소년(만 9세~24세)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구성(최  3회까지 위원으로 

활동 가능)

 연령·성별 등 구분·선발하되, 연령별 인구 및 참여

역량을 고려하여 구성(학교 밖 청소년 포함)

 고등학생 연령(만 16세~18세)은 일반고·특성화

고·특목고·자율고 등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

 1개소당 20명~25명 내외

 공개모집, 관내 교육(지원)청·학교 추천, 청소년단

체·시설 등 추천,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구성 

가능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

 구성방식: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표성 

제고를 위해 구성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시행(청

소년선거 / 기관추천 / 공개모집(추천병행))

[표 4-2]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활동기간: 연중

◦ 활동내용

◦ 활동특전

‐ 인준증 및 임명장 수여(우수위원으로 선정될 시 구청장 표창장 발행)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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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포구 청소년운영위원회 ‘한뼘’ 활동 내용

2) 마포구 청소년운영위원회 ‘한뼘’

◦ 대상: 만 12세~24세 청소년

◦ 목적: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프로그램, 시설 운영에 직접 반영하여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

◦ 위원회 구성4)

구성 모집

- 지역 내 청소년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 지역 내 청소년(9세~24세)으로 10명 이상~20명 

이내

-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 다문화청소

년, 장애청소년, 한부모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 모집 상

  - 전체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

  -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동시 적용(신규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모집시기: 1~2월(공개모집, 추천모집)

• 선발방식

청소년운영위원, 시설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표 4-3]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 활동 내용

◦ 활동특전

‐ 인준증 및 임명장 수여(우수위원으로 선정될 시 구청장 표창장 발행)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4)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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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82개교 학생대표(학생회장) 720명으로 구성된 학생회 네트워크

◦ 목적: 교육감(장)과의 대화 및 정책 제안, 단위학교 학생자치 역량 증진 등

◦ 운영 근거 및 방식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초중등 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자체 운영

◦ 위원회 구성 절차 

‐ 참여위원회는 학년도마다 선출하며 임기는 1년 이하로 구성됨

[그림 4-3] 서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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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 7개 상임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육지원청 별 중등학교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정책 제안 심의, 의결사항 수행 등을 위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최

‐ 상임분과위원회 : 분과별 전문영역에 대한 제안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담당

‐ 상임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은 교육지원청 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학생 대표들의 희망에 의해 가입

구분 역할 사업(예시)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의 제반 운영 
방향 결정 및 교육지원청 및 타 기관에서 
제안된 교육정책(조례 포함) 모니터링 및 
심의, 정책 제안

▸참여위원회 운영 방향(자격, 결정방
식 등) 제시

▸자치구(서울시) 또는 타기관에 제안･
협력 토론회 등

홍보위원회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의 활동, 사
업, 행사 등에 관한 학교, 언론 상 홍보 
및 활동 자료 수합

▸계기교육 관련 행사 및 캠페인
▸지역의회 방문 홍보 등
▸참여위원회 홍보자료 제작

학생(성)인권위원회
타 학생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학생(성)인
권 신장교육 및 활동, (성)인권의식 고취

▸학생자치캠프 시 인권교육 
▸학생의 날 학생인권행사 기획
▸학생(성)인권의식 고취 및 성사안 제

로 캠페인 등
▸학생(성)인권 모니터링 활동

예술･체육위원회
예술, 문화, 체육 등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
의 문화 의식 향상 및 자치 역량 강화

▸학생참여위원회 주관 동아리 발표
회(기부와 연계)

▸지역 연계 문화･예술 축제 협력 등

사회참여 위원회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단위 봉사활
동 기획･운영, 사회현안 (총선, 역사적 기
념일 행사)으로 서울학생의 위상 제고 및 
함께하는 리더십 고취

▸총선(모의선거)공정모니터링 활동
▸휴일 1일 봉사활동 기획･운영 등

지구환경
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문제
에 한 문제 공유와 개선 방안 제안 및 
모니터링

▸학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환경, 
시설을 파악 → 정책 제안 등

평화·통일위원회
교육지원청 특성을 살린 평화와 통일을 위
한 제안 사업 모색 

▸평화와 통일에 한 올바른 개념 정립 
등 

[표 4-4] 서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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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및 권한

‐ 서부제안사업 추진

‐ 학생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안사업을 학교로 돌아가 각 학교의 학생자치회(학생회, 

대의원회의 등)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가. 중등학교 학생대표 네트워크를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학교와 학교,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교류, 공유, 참여, 연  확
⦁학생 리더십 및 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 포함), 학생자치캠프, 토론·토의, 학생 표로서 실무능력 등 학생 

표로서의 역량 증진 등에 중점

나. 교육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참여활동의 자율권 보장

⦁학생자치 관련 예산 운영에 참여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만들기 지원
  - 학교별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우수사례 나눔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확산
⦁교육장에게 제안한 사업에 한 추진 여부 결정
  -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참여활동 사업 제안 및 집행
  - 자체 구상,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다. 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타 학생단체와의 연계방안 협의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학생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참여 방식: 협력해야 할 분야의 해당 상임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 학생 의회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 의결

[표 4-5] 서부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내용

◦ 활동 방식

‐ 안건선정 방식 및 의견수렴 방식: 카카오, 네이버 등 상용플랫폼 이용하여 안건 선정 

및 의견 수렴(2020)

‐ 운영관련지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 자치나눔 컨설팅단

‐ 활동 보상: 생활기록부 기록 및 각 학교에 예산(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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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포혁신교육지구 청소년 위원회

◦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조직도

[그림 4-4]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청소년위원회

◦ 대상: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연령의 청소년 

◦ 목적: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 필수조건, 교육지원 사업에 청소년 의견반영 

◦ 운영 근거 및 방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자체운영 

‐ 월 1회 (약 1시간) 회의 

‐ 2020년 기준 실제 1·2·5·8·9월 총 5회 운영됨 

◦ 위원회 구성 및 절차 

‐ 모집 방법: 2020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에 의거 지구협의체 

‐ 모집공고 방식으로 20명 내외 

<20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 - 서울시교육청참여협력담당관 2020.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학 협의체 구성 시 민학분야를 담당하는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 선발기준

‐ 혁신교육지구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

‐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해당연령 청소년)

◦ 임기: 2년(한차례만 연임 가능)

◦ 선정방법

‐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참여의지,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

◦ 역할 및 안건 선정방식   

‐ 혁신교육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홍보

‐ 공교육 혁신,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분야별 협력 업무 지원

‐ 다른 주체별 위원회와 유기적 연계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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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포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마을자치위원회 

각관 및 자치위원회명 인원 활동내용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마블리’ 9명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휴게공간 만들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투게더’ 18명 온라인 취미 활성화 프로젝트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동거동락’ 25명 드로잉패드를 활용한 마포구 캐릭터 기회 및 제작

마포청소년센터 ‘띠앗’ 11명 지역화폐 활성화 프로젝트

[표 4-6] 청소년 마을자치위원회 구성

◦ 대상

‐ 마포구 거주 및 재학 중인 청소년(14세~24세)

◦ 선발기준 

‐ 각 청소년기관이 맡고 있는 권역별 활동구역을 기준으로 자치단별 활동에 따라 위원

회의 숫자와 규모가 산정되며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14~24세 청소년이 1순위로 선발

‐ 단, 홍대, 신촌, 한강공원 등 관광지역이 많은 마포구의 특성에 따라 마포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관외 거주 청소년도 공개모집하여 지원

◦ 목적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

‐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할 학습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운영 근거 및 방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역할 및 안건 선정방식   

- 4개기관 연합 회의로 올해의 안건 분야 1개를 선정 후 기관별 별도 안건 선정

- 청소년들이 직접 안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별 사업을 실시  

◦ 주요활동내용

‐ 기관협의 마을자치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 주제 선정

‐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 기관별 자치활동 (2, 4째 주 토요일/연평균20회)

‐ 온라인 연합활동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로고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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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주  요  내  용

온라인 발 식
(연합발 식 체)

 ∙ 온라인 발 식 ‘마자위물품 딜리버리’
   - 기관별 청소년마을자치위원 위촉장 수여(우편)
   - 청소년마을자치위원 명찰 제작 및 수여(우편)

온라인 연합활동
(연합워크숍, 역량강화교육 

체)

 ∙ 온라인 로고 공모전
   -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로고 공모전 진행
   - 로고 공모전 투표 후 결과에 따른 상품 수여

온라인 연합해단식
(연합해단식 체)

 ∙ 활동결과집 제작 및 배포
 ∙ 온라인 최우수위원 시상
 ∙ 기관별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른 제언활동
 ∙ 최종 활동결과 공유

기관별 온라인활동  ∙ 기관별 주제에 따른 활동진행 및 정보 공유

결과자료 제작
 ∙ 2020년 활동을 토 로 한 활동결과자료 제작
    - 자료집, 팜플렛, 제언활동 등

사업평가
 ∙ 청소년 위원 평가회의
 ∙ 실무자 총괄평가회의 진행

[표 4-7] 청소년 마을자치위원회 주요 활동

2 ∙ 마포구 아동·청소년 참여 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 기본사항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73명, 남성이 60명이며 재학 중인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 2명, 중학

교 69명, 고등학교 47명으로 나타남

성별 학교 유형 참여 기간

구분 여성 남성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1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빈도 73 60 2 69 47 14 1 49 36 34 14

비율
(%)

54.9 45.1 1.5 51.9 35.3 10.5 0.8 36.8 27.1 25.6 10.5

[표 4-8]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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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참여 경로

◦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참여한 경우가 108명(81%), 누군가

의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가 25명(19%)로 나타남

◦ 추천을 받은 경우는 학교(선생님)추천과 친구 추천이 10명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추천

은 없었음

[그림 4-5] 마포구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경로

 

⧠ 활동 경험

◦ 마포구 청소년들 중 학생회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117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다음으로 학내 동아리(77명), 연합동아리(11명) 순으로 나타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보다 교내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참여 경험이 있는 활동(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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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활동 참여 동기

⧠ 활동 인지 경로

◦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학교 또는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

답이 96명으로 2순위를 기록함. 구청 홍보물이나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인지한 비율

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7] 청소년 활동 인지 경로

⧠ 활동 참여 계기

◦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응답자는 1순위로 자기계발(87명), 진학 및 학업(22명)

을, 2순위로는 진학 및 학업(42명), 재미, 흥미(29명) 순으로 응답함

◦ 마포구 청소년 학생 중 67%가 자기계발이나 진학 및 학업을 위해서라는 이기적(자기자신) 

동기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타적인 동기는 13%로 가장 낮음

[그림 4-8] 청소년 활동 참여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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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 청소년 활동 평가 

⧠ 청소년 활동 참여 정도

◦ 청소년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1점(=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부터 5점(=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로 구분한 결과 전체 평균은 3.86으로 나타남. 참여 경로 별로 봤을 때 추천을 

통해 활동에 참여한 학생보다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적극성이 높게 나타남.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구분 N 평균 구분 N 평균

전체 133 3.86

활동별

학생회 117 3.91

참여
경로

추천 25 3.44 학내동아리 77 4.03

자발 108 3.95 연합동아리 11 4.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 4.00
청소년

참여위원회
9 3.67

중학교 69 3.91
청소년

운영위원회
1 4.00

고등학교 47 3.72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
1 5.00

디자인학교 14 3.93 청소년특별회의 1 4.00

학교밖청소년 1 5.00 학생참여위원회 7 4.43

기타 7 4.29

[표 4-9] 청소년 활동 참여 정도

⧠ 청소년 활동 운영 과정

◦ 마포구 청소년 활동의 운영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 ‘구성원 간에 안건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는 5점 만점 중 평균 4.17점으로 가장 운영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평균 4점으로 나타남.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균 3.8점이며 ‘결정된 안건의 정책반영여부 또는 

관련부서 검토 결과 피드백을 받았다’는 평균 3.77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4-9] 청소년 활동 운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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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활동 의사결정방식

◦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에서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1점(=어른의 의

사결정-청소년에게 지시)부터 5점(=청소년 주도 결정-어른은 의견 따름)까지 응답을 측정했

을 때, 전체 평균 3.3점으로 나타남

◦ 참여 활동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청소년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많이 있는 활동은 학생참여

위원회활동(3.7점)이며, 가장 의사결정권한이 적은 활동은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2.0점)임

[그림 4-10] 청소년 활동 의사결정방식

주: 척도 설명 
5=청소년 주도 결정-어른은 의견 따름
4=어른과 청소년 함께 의논-청소년 의견 결정
3=어른과 청소년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 조율-결정
2=어른과 청소년 함께 의논-어른 의견으로 결정
1=어른의 의사결정-청소년에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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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활동 중 어려운 점

◦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중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 2.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

족’이 2.74점으로 나타남

[그림 4-11] 청소년 활동 중 어려운 점(5점 만점 평균)

◦ 한편,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응답하게끔 했을 때, 마포구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29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 스

스로의 참여 의지 부족’(27명),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27명)을 응답함

[그림 4-12] 청소년 활동 중 어려운 점(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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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여활동 피드백

◦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사업이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

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 3.13으로 ‘보통’정도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응답 경향은 참여활동별로 살펴보아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그림 4-13] 정책 및 제안 반영 정도(5점 척도)

◦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어느 수준으로 답변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17.3%가 답변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33.1%가 간략한 문서답변을 받았다고 응

답했음. 자세한 문서답변이나 문서와 대면답변 등 적극적인 피드백은 각각 18.8%, 17.3%로 

소극적인 피드백에 비해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4] 참여활동에 대한 피드백 방식

⧠ 청소년 활동 만족도

◦ 마포구 청소년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 

4.07점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흥미, 유익성’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

소년 의견 구정반영정도’가 3.89점으로 가장 낮았음 

◦ 한편, 참여 활동 경로가 자발적인 그룹과 추천을 통해 참여하게 된 그룹 사이의 만족도 차이

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만족도가 자발적인 그룹은 4.1점으로 나타났으

나 추천으로 활동하게 된 그룹은 3.92점임. 특히 두 그룹 간 활동 만족도 차이는 ‘프로그램 

흥미, 유익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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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청소년 활동 만족도

⧠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

◦ 마포구 내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느끼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는 아래 [그림2-10]과 같음. 청소년들은 활동을 통해 ‘정치적 관용’에 대한 변화를 가장 잘 

느끼고 있었으며(평균 4.12점), 정치 신뢰에 해당하는 ‘외적 효능감’은 평균 3.4점으로 변화

를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6] 청소년 활동 만족도

⧠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마포구 청소년에게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

엇인지 물어본 결과, 23명의 학생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제에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인식이 마포구 참

여활동 활성화에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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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시간 보장’, ‘청소년의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결

과의 실질적 반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각각 20명씩 응답하였으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역시 17명의 학생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그림 4-17]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1순위)

⧠ 청소년 정책 활동 필요성 및 추천 의향

◦ 정책 참여활동을 경험해본 결과 청소년의회와 같이 아동, 청소년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5점 만점 중 3.99점이며, 본인이 경험한 정책 참여활동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에 대해 4.05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8] 청소년 참여활동 필요성 및 추천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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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천구 청소년의회5)

1) 의회 기본사항

◦ 출범연도: 2015년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2005. 05. 09)

◦ 운영방식: 민간위탁(꿈지락네트워크)

◦ 담당부서: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2) 의회 기본 구성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거주 청소년

◦ 선출방식

① 학생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 중 청소년 의회 참여 의사가 있는 청소년

② 자기추천: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의회 참여의지가 있으나 교내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

◦ 인원: 2017년 기준 약 120명

3) 의사 결정구조

(1) 청소년 정당제

◦ 분과별 조직의 한계 극복: 분과별 조직은 명목상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행조직으로

서 정체성이나 소속감, 공동체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학교별 조직의 재구성 필요성: 학교별로 구성될 경우 학생 수에 따라 목소리의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 존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중심의 조직인 ‘청소년 정당’ 구성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채택

5) 이하 내용은 황여정, 전현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02. 112~121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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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의제

할수있당 교육감선거에 청소년 참여

똑같이위풍당당 청소년 인권 문제

밝은미래당 소년의 교육문제

꿈틀당 지역 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문제 해결

[그림 5-1] 금천구 청소년의회 정당 및 정당별 의제

[그림 5-2] 금천구 청소년의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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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정부

◦ 정책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에 해당하는 ‘마을정부’을 도입하였음

◦ 마을정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됨

청소년 총선거 실시

▼

집권 정당 선출

▼

집권 정당 중 마을 총리 선출

▼

모든 정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 구성

▼

각 정당 당원 상으로 부처별 마을정부 장관 지명

▼

인사청문회 실시

▼

장관 임명

[그림 5-3] 금천구 마을정부 구성 과정

부처명 주요 공약 장관/당명

마을총리: 오경선

루미토리부 평화의 소년상 설립 임권호(밝은미래당)

샤부샤부
모든 학교들이 모여 다함께 체육교류활동 및 학교 간 
체육 회 실시

김은수(꿈틀당)

깜냥깜냥부 청소년 선거권 확  요구 이 온(할수있당)

팝팝부 청소년 인권 신장 박수빈(똑같이위풍당당)

꿈나르샤부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공간 발굴 최예지(꿈틀당)

자료: 조성익(2017, p30)에서 재구성.

[표 5-1] 금천구 마을정부 부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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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당 또는 각 부처에서 수렴된 의견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다듬어진 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 상정됨

◦ 금천구의 청소년 참여 프로세서의 특징은 마을정부와 청소년의회를 둠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균형을 통해 정책이 다루어지도록 했다는 데 있다는 것임

[그림 5-4] 금천구 청소년의회 의사결정과정

출처: 전현정, 황여정(201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4) 의회활동

(1) 주요 목표 및 가치

항목 내용

교육목표  청소년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우고 시민적 권리 보장

세부목표
 청소년을 훈육의 상이 아닌 성장과 배움의 주체로 존중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뽑은 표자를 통해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

교육가치  시민적 앎 권리, 자기 결정 능력, 조정합의능력

프로그램교육

 민주 시민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의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치 및 민주시민 
역량 교육

 관내의 중‧고등 연령층의 청소년을 상으로 학교와 마을공동체에 한 관심과 참여 증진, 
자기결정능력과 조정합의능력 향상시키는 미래교육

 자율적인 자치회 구성과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활동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

[표 5-2] 금천구 청소년의회 주요 목표 및 가치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연구 50

(2) 주요활동

◦ 위와 같은 목표와 가치를 바탕으로 금천구는 매년 청소년 주도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금천구에서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혐의를 거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심의 권한 일부를 청소년 의회에 이양, 그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이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전까지 청소년의회는 그들이 제안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데 그쳤지만, 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면서 청소년

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조성익, 2017: 29) 

활동명 활동 내용

금천청소년
네트워크 총회

 금천구 청소년을 표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4개의 청소년정책정당에 
소속

 금천구 청소년의회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획득 

교복입은시민 
축제(총선거)

 제2  금천구청소년의원 총선거
 청소년 정책 컨퍼런스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공연
 금천구 청소년 선언
 청소년 인권 퍼포먼스

교복입은 시민 
여름캠프

 연합캠프를 통한 예산 관련 교육
 한민국 헌법, 의회의 구성과 운영원리 교육
 금천청소년네트워크 의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금천구의
 청소년정책을 심의, 이후 실행에 참여

금천구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정책공모전을 통한 청소년 정책 제안
 금천청소년네트워크를 통한 예산집행 및 정책실현

금천구 청소년 
정책정당활동

 청소년정책정당의 당원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

주. 위 내용은 금천구 2017년 기준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됨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참여활동 가이드북

[표 5-3] 금천구 청소년의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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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철저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청소년 참여활동

‐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의회’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부터 의회의 구성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소년이 모여서 논의하고 

선택함

◦ 선거를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하도록 하여 의원과 정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 청소년 행정부와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실제 참여권의 범위를 확장 시키고 행정부

와 입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학습할 기회를 부여 

◦ 지역사회 청년단체가 청소년 참여사업의 실행을 맡아 추진함에 따라 청년활동과 청소년활동

이 자연스럽게 연계됨

‐ 또한, 청년에게 ‘자문’이 아닌 ‘보좌관’의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이 각각 

명확한 정체성을 갖도록 함

◦ 구청과 교육청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짐

‐ 총선거 참여시 2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 2대 총선거(2017)시 

1,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함

◦ 청소년들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경험은 이른바 ‘청소년에 의한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 

되는, 진일보한 모델로 평가됨(조성익, 2017; 황여정, 전현정, 2017)

◦ 단, 사회배려계층의 참여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학교밖 청소년들

과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다양성 반영이 부족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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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작구 청소년의회6)

1) 의회 기본사항

◦ 출범연도: 2015년

◦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 10. 23.)

◦ 운영방식: 직접운영(2019~)

◦ 담당부서: 동작구청 교육정책과 혁신교육팀

2) 의회구성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거주 청소년

◦ 선출방식

① 학교추천: 학교에 청소년의회 참가학생 추천 공문발송 후 학교당 1명 추천

② 개인신청: 홈페이지 모집 공고 후 희망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의원선정방식: 전년도 청소년의원 중 당해 청소년의회 미참여자 의원 5인으로 구성

된 청소년의회의원선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토론평과와 서류평가를 거쳐 의원

을 선발. 이때 남녀 특정 성이 70%가 넘지 않도록 함

◦ 인원: 2018년 기준 약 40명

3) 의사결정구조

◦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 의사팀장 1명으로 구성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됨

◦ 각 상임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필요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며 15명 이내로 구성됨. 의원들은 

각자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이 가능함.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함

6) 이하 내용은 황여정, 전현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02. 112~121쪽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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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동작구 청소년의회 조직도

4) 의회활동

◦ 동작구 청소년 의회는 조례 상에 규정된 회의 외에도 의정워크숍, 정책제안, 간담회, 청소년 

축제 추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활동 세부내용

청소년의회 본회의
연2회 진행
: 의원 위촉, 안건상정 및 의결, 상임위별 간담회, 청소년 의회 활동보고 등. 

의정워크숍 청소년 의원 간 상호향상 및 의정활동 기획

정책제안
청소년 정책 플랫폼 구성 및 운영 ‘청정플랫폼’ 
: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 청취
청소년 자치 정책마켓 ‘청자켓’

상임위원회 활동 각 상임위별 고유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 
간담회

각1회 진행 –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정책 플랫폼 선정 정책 전달 => 다음해 정책 
반영 노력

청소년 축제 추진 청소년 축제기획단과 연계 및 협력하여 청소년축제 추진

교류 및 소통 구 청소년의회 등 타 청소년 참여기구와 교류회 및 소통창구 마련

출처: 서울시 동작구 내부자료(2018); 최성은(2018)에서 재인용

[표 5-4] 동작구 청소년의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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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책 제안 활동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두드러짐

‐ 청소년 정책제안 플랫폼 ‘청정플랫폼’ : ‘청정플랫폼’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관

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은 구글폼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오프라인은 찾아가는 ‘등굣길 청정플랫폼’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정책을 접수받

음. 2019년 기준 355건 접수

[그림 5-6] 동작구 ‘청정플랫폼’ 운영

출처: 동작구 내부 발표자료(2020)

‐ 청소년 자치 정책마켓 ‘청자켓’ :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하여 제안한 정책을 구청장, 구

의원, 교육장 등 정책결정권자에게 판매하는 행사 개최. 2019년 기준 청소년의원 발

굴 정책 및 청정플랫폼으로 접수된 정책 12건이 제안되었고 판매된 6개 정책 중 4건

은 2020년 구정에 반영됨 

5) 시사점

◦ 차기 의원선발 과정에 ‘청소년의회의원선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이 특징

◦ 의원선정 시 공개토론평가와 서류평가(청소년 분과활동 여부)를 병행함으로써 의원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남녀 특정성이 의원구성 중 70%를 넘지 않도록 선발하도록 되어있어, 균형 있는 성별수혜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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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핀란드 청소년의회 및 참여시스템7)

1) 청소년의회

(1) 기본사항

◦ 핀란드는 청소년의회를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의회 프로그램의 목표(Nuorten Parlamentti, 2008)

1) 청소년들이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하도록 돕고,

2) 청소년들이 의회와 핀란드 민주주의에 해 더 잘 알게 하며,

3) 핀란드 정치 제도에서 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계발하는 것, 

4)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들에 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 

5) 입법자들에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2) 의회구성

◦ 지역학교들의 의회클럽(parliamentary clubs)을 통해 15세-16세 청소년 의원 199명 선발

◦ 선거구 크기에 따라 의석수 할당

‐ 의회 선거 제도에 근접한 비율로 13개 광역 선거구별로 7명~36명 대표 선발

‐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1.8:1 비율로 다수를 점유

◦ 청소년 의원들과 동시에 학생 기자들 200명이 함께 참여해 저널리스트 활동을 체험하고 기

사와 영상 자료 등 다양한 취재 결과물들을 생산 및 발표

7) 이하 내용은 황여정, 전현정(2017).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찾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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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

가. 위원회 활동 경험 후 본회의 토론 및 표결 참여

시간 내용

8:00 – 10:00 의사당 입장 및 등록

8:00 – 10:30 의사당 카페에서 아침 식사

9:45 – 11:15 정치인 논스톱: 학생 기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질문하다

10:00 – 10:45 청소년 의원들이 의회 상임위원회 참여 프로그램

10:15 – 11:15 의회 클럽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11:00 – 11:30 청소년 의원들의 본회의장 실습

11:30 – 12:00 휴식

11:30 – 12:00 초청 인사들 도착

12:00 – 13:00 청소년 의회 본회의 프로그램: 정부 질의 및 표결

13:05 – 14:30 의사당 홀에서 의회 의장단 주최 리셉션

14:30 - ㄹㄹㄹ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 17:00 프로그램 종료

나. ‘총리에 대한 질문(Questions to the PM)’ 프로그램

◦ 의회 의장이 직접 주관하며 총리와 장관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청소년의원들의 질문에 답

하는 프로그램

청소년의회 정부 질문 상위 20위

1. 핀란드의 핵전쟁에 한 비(171표)
2. 외국인 소외 (154표)
3. 트랜스젠더 강제불임 (150표)
4.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148표)
5.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인식 (140표)
6. 안락사 합법화 (135표)
7. 무상 중교통(133표)
8. 테러리즘에 한 비 (133표)
9. 정부의 재정 감축 조치들 (127표)
10. 학생들 간 불평등 (122표)

11. 중등교육 비용의 공유 (117표)
12. 선거 공약의 의미 (110표)
13. 청소년 고용 증진 (107표)
14. 청소년을 위한 자동차 (106표)
15. 건강센터의 의사 부족 (105표)
16. 운전면허증 비용 (104표)
17. 중증 질환 아동들을 돕기 위한 EU협력 (97표)
18. 학생수당 삭감 조치에 관하여 (97표)
19. 핀란드의 미래 (94표)
20. 국가부채 (9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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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참여시스템 (루띠)

(1) 기본사항

◦ 헬싱키에 거주하는 13-20세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삶이나 지역사회환경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면, 제안된 정책들을 정책담

당자와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시(市)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Högnabba & Mattila, 2016: 

17-26)

◦ 기존 ‘청소년의회’의 태생적인 한계인 접근기회의 폐쇄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됨

‐ 특히 소수집단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의회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우며 소

수자 집단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움

  ⇛ 따라서 루띠 시스템은 헬싱키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1회 이상의 민주적 참

여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즉, 의견을 내거나 혹은 대의를 위한 

변화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시스템

[그림 5-7] 핀란드 루띠 시스템의 목표

출처: http://ruuti.munstadi.fi/en/ruuti/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황여정, 전현정(2017) 재인용

(2) 구성

◦ 13-20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루띠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개발

해서 제안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 다만 개인보다는 모둠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전시킨 

형태로 제안하는 것을 지향함

◦ 청소년들은 핵심집단(core group)과 활동집단(activity group)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

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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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집단(core group)

구성
- 매년 선거(전자투표)를 통해 20명의 청소년 선출
- 헬싱키 거주 13-17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후보 가능,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기능

- 헬싱키시 청소년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루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연례회담 이슈 선정 
및 행사 실무 담당 등 전반적인 사업에 실질적으로 개입

- 활동집단과 마찬가지로 핵심집단도 나름의 고유한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핵심집단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선정한 의제들에 해 홍보 가능

- 정규직 청소년 활동가가 핵심집단의 활동 지원
- 루띠넷의 웹사이트인 “핵심 집단 블로그(Core Group Blog)”를 통해 활동 내용 공유

□2  활동집단(activity group)

구성

- 특정 주제에 관해 실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조직 (예: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동물보호 
등)

- 스스로 활동집단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집단에 참여할 수 있음
- 별도의 구성절차는 없으며 누구나 관심있는 활동 그룹에 참여할 수 있음

기능
- 활동집단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한 의제와 이슈를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 및 논의
- 모든 활동집단의 내용은 루띠 넷(ruuti,net)웹사이트에 게시 및 아이디어 공유

[표 5-5] 루띠 시스템 주요 구성: 핵심집단과 활동집단

(3) 주요활동

[그림 5-8] 루띠 시스템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출처: 황여정, 전은정 (2017)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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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세부내용

루띠박람회
- 규모 청소년 지역사회참여 행사
-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안 가운데 채택된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점검

정책세미나 
‘빠따야미띠’

- 청소년, 정책결정자, 헬싱키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일종의 정책 세미나. 
-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안들을 정책담당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기회를 가짐
-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준비한 정책 안의 추진 방법이나 전달체계 등을 구체화 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공무원들과 청소년이 함께 협력해서 마련.

헬싱키 
시장개최 

학생회의 날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 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

- 학생과 정책담당자들이 시청에 함께 모여, 학교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해 토론

-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 로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고유의 선언문을 채택하며, 
여기에서 채택된 내용들은 시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공무원, 교사, 학생 
등에게 전달

루띠 예산 축제
-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 및 재정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 활동을 위한 일종의 

시범 사업
-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배분에 한 토의가 주된 활동

루띠 넷(Ruuti. 
net)

- 헬싱키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생산해내는 활동, 아이디어, 정책 안, 
의견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

- 청소년 참여활동 기록이 축적되는 방 한 데이터베이스이자,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화 
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통로로 작용

출처: 황여정, 전은정 (2017)

[표 5-6] 루띠시스템 주요 활동

(4) 시사점

◦ 헬싱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높은 개방성을 통해 청소

년 의회의 제한성과 폐쇄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헬싱키시 당국이 직접 루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제안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

지 표명 및 청소년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상호보완을 통해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 

‐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보여줌은 물

론 루띠박람회, 정책세미나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적절히 병행하여 참여를 통한 실제 성

취와 효능감을 제고하며 정책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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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독일 청소년의회8) 

1) 기본사항

◦ 독일의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단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문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실제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됨

◦ 독일의 주들은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문제의 심의 및 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

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모의의회가 아닌 제도적 공식성을 지님

◦ 지원은 지방자체단체를 통해 이루어짐(행정적 지원방식 및 청소년 정치교육 지원방식)+ 부

족한 공공예산 외에도 학교나 민간단체, 개인, 기업, 연구소 등과의 제휴나 후원도 활성화 

되어있음

2) 구성

◦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14세-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 임기 2년, 의원 정수 10~40명.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에 비례해 60명 이상이 되기도 함

◦ 선거방식 ① 지역의 선거권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 ② 학교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

◦ 의장선출: 청소년의회 대표 및 활동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창구 역할을 담당함 

3) 활동

◦ 청소년 의회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련 공적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을 책임짐

◦ 의회는 공식적 회합과 비공식적 회합으로 나뉨. 공식적 회합은 1년에 6-10차례 걸쳐 진행되

며, 이를 통해 의결과 선출이 이루어짐. 비공식적 회합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

될 수 있음

◦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

8) 이하 내용은 조철민(2017) 독일의 청소년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U18프로젝트와 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KEDI연구보고서, 1-40.
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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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퍼탈 지역청소년 자문단

기본사항 - 부퍼탈 지역의 청소년 관련 사안을 다루는 청소년 자문단

구성방식

- 13세~18세의 청소년들이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지역청소년자문단 선거를 통해 100명의 

청소년 선출

- 2년 임기

역할 및 
활동

- 한 달에 1~2회 회합을 통해 아이디어, 계획 수립 하여 제안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

- 지역 간 협력을 위해 각 지역에서 파견된 표들과 함께 지역을 넘어선 프로젝트 다룸. 

- 다만, 발언권과 청구권만을 얻을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한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음

한계
- 기성 정치인들이 자문단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음

- 지역 청소년들이 자문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

나. 베를린-라이니켄도르프 청소년자문단

기본사항 -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

역할 및 
활동

- 한 달에 1회 회합 및 토론, 활동결과 공유 논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전달

- 청소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식

   ① 성인자문위원회(지방의회, 청소년 관련 부서 표자)와 회합을 통해 청소년 자문단의 

요구를 실현할 방안을 협의함 

   ② 청소년활성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위한 회합 방식

- 청소년자문단 내 워킹그룹은 수시로 비공식 회합 진행

- 장소: 시민회관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

- 회합 소집권 : 청소년의회 위원회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

한계

- 지방정부의 정책 운영이 청소년 자문단이 기성 정당을 만나지 않아도 무방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정당정치로 인정받지 못함

- 청소년 관련 부서의 정치적,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청소년 자문단 활동 제약 발생

- 청소년 자문단에 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

[표 5-7] 독일 지역별 청소년 의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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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구성체계

3_ 중점과제

4_ 세부과제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연구 64

1 ∙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의 목표, 기본방향, 전략, 중점과제로 구성

[그림 6-1]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참여권 확대

1) 목표 

◦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아동·청소년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고유의 기본

권으로서의 참여권 보장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

으로 역량을 다하고, 사회에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임 

2) 방향 및 전략 

(1) 방향 

◦ 아동·청소년참여의 기본방향은 참여권의 개념, 국·내외사례, 인터뷰를 토대로 “참여 원칙 설

립”, “제도적 지원”, “참여권 안정화”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함

◦ 권리기반 참여활동, 안정적 참여환경 조성, 참여 문화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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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리기반 참여 활동

◦ 지자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특정 기구나 사업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형식에 머물러 있음 

◦ 참여의 방식은 다양하나 그 방식은 사업 및 참여기구의 역할과 구성원의 역량에 맡는 방식이

어야 하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는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음

◦ 기존 아동·청소년참여는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일부 아동·청소

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참여였으며, 그 영역과 권한이 한정적임 

◦ 아동·청소년참여의 분야는 그들의 삶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에 맡는 참여형

태로 참여가 이루어져야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일부의 참여가 아닌 누구나 참여를 원하면 참여 가능하도록 참여기회

를 확장시켜야 하며, 일부 참여기구 참가자만의 참여가 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공론장과 

같은 일반참여를 병행 운영해야 함 

◦ 아동의 성장과 발단단계, 나이는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수준을 구분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함 

◦ 신체적·정신적 장애, 다문화 배경,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특별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

동·청소년의 참여를 일반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

② 안정적 참여환경 조성 

◦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구들은 일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일

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구의 운영과 구성이 법적 근거의 마련없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 사업운영의 일관

성,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함 

◦ 조례 제·개정 작업을 통해 상설 아동·청소년의회 및 온·오프라인 공론장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참여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단기 사업 위주의 현행 체제 개선 

◦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통합관리 체계 수립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관리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 참여 아동·청소년의 피로도를 낮춤 

◦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보장하여 사업의 안정성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의 참여 사업에 교육청, 학교, 민간단체 등 다양한 협력 주체를 

참여 및 연계시켜 참여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연구 66

③ 참여문화 활성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여권 및 기본권 교육을 통해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교육을 진행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참여권 교육 의무화 

◦ 마포1번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에 아동·청소년 예산을 도입하여, 참여 분야 

확대

◦ 아동청년과 및 교육지원과의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업에 대한 아동·청소

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관학 거버넌스의 학생위원회는 현재 비참여 수준(하트의 참여 

8단계 기준)임,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에 의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사업계획서에는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 

[그림 6-2]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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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① 참여 필수원칙 준수

◦ 아동·청소년참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

며, 주체적으로 의견 형성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참여를 통해 결정된 사안의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받아야 함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며, UN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 등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함 

 

② 제도 및 협력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사업의 설계 및 운영, 모니터링에 참여권 보장을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학업 등에 부담없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아동·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와 이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를 통해, 참여 정도와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③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실시

◦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마을 및 각종 시민단

체를 대상으로 참여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을 교육 및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업과 교육의 주체이자 

공동운영자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참여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참여권이 소수의 대표들만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원하면 참여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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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성체계

1) 아동의 정책 참여 핵심 기구인 상설 청소년의회 설립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 

(1) 설문조사 결과

⧠ 청소년 의회 구성

◦ 마포구에서 청소년의회가 구성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정책당사자들은 ‘청소년 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

며(평균 4.11점/5점), ‘청소년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

표성은 4.09점,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나이, 학교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할 필

요가 있다’에 해당하는 다양성에 대한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남 

[그림 6-3] 청소년 의회 구성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요소

⧠ 청소년 의회 기능

◦ 향후 청소년의회가 어떤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마포구 

청소년들은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표현의 기회’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만점 중 4.22점

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건 정책 반영 확대’(4.19점)을 꼽음 

◦ 한편 중점 기능에 대해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했을 때, 1순위로 ‘정책 이해 및 의견제시’를 

34명의 학생들이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안건 정책 반영확대’를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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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청소년 의회의 중요한 기능 (좌: 중요도, 우: 우선순위)

⧠ 청소년 의회 활동 내용

◦ 청소년들은 마포구 청소년의회가 설립될 경우 청소년 의회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제안’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많았음

[그림 6-5] 청소년 의회에 기대하는 활동내용

⧠ 청소년 의회 운영 방식

◦ 청소년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청소년들은 연간 4회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5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6회 이상’ 응답도 29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들의 27.1%는 의회활동이 ‘학교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함. 그 다

음으로 선호하는 시간대는 주말로 26.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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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정기 의회 희망 횟수 및 학교 유형별 참여 가능한 시간대 

◦ 청소년 의회 진행 희망 장소에 대해 ‘청소년 시설’을 응답한 학생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를 희망하는 응답도 39명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7] 청소년의회 진행 희망 장소

◦ 한편, 온라인 방식의 의회가 운영된다면 참여의향이 있는 학생이 67.7%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남. 마포구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는 페이스북(44.4%)이며 그 다음으로 네이버 밴

드를 선호함(27.8%)

[그림 6-8] 청소년 의회 온라인 운영 참여 의향 및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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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의회 구성 방식

◦ 청소년 의회 구성에 대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생이 모두 따로 구성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

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구분 전체(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N=2 N=69 N=4 N=14 N=1

초등ㆍ중등ㆍ고등 
모두 함께  

19(14.3) 0 8 7 4 0

초등 따로 / 
중등ㆍ고등 함께  

23(17.3) 1 15 6 1 0

초등ㆍ중등 함께 / 
고등 따로  

23(17.3) 1 4 15 2 1

초등ㆍ중등ㆍ
고등 모두 따로 

68(51.1) 0 42 19 7 0

[표 6-1] 청소년 의회 희망 구성 및 운영 방식(학교 유형별) 

◦ 한편, 의원 구성을 ‘선발’로 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의원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44.4%)로 나타났음. 다만, 일

반 의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2순위로는 ‘선출’(29.3%)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구

성하는 데에는 ‘추천’(33.8%)이 좋겠다고 응답함

[그림 6-9] 청소년 의원 그룹별 희망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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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의회 사회적 문제 안건 

◦ 마포구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청소년 의원이 안건을 선택’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음(56.4%). 청소년이 직접 투표로 안건을 채택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비율은 38.3%로 나타남 

[그림 6-10] 청소년 의회 희망하는 안건 상정 방식

(2) 심층 인터뷰 결과

◦ 마포구 청소년의회 설립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1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인터뷰는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구성 방법, 활동 내용, 필요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특수학교

(급)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 총 학생 8명과 한국우진학교 교사1명, 특수학급 교사1명이 인터뷰에 참여함

구분 소 속 청소년활동

학생1 중학교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2 고등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3 고등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4 중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5 학교밖청소년 서울시꿈드림청소년단

학생6 우진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7 우진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8 우진학교 교내 학생회

학생9 우진학교 교내 학생회

교사1 우진학교 -

교사2 특수학급 -

[표 6-2] 인터뷰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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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활동 참여동기

◦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중학교 때 학교생활의 불편한 점에 해 학급회의 시간에 어필을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개선하고 싶어 학생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학생2)

•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일에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학급회장이나 

부회장이 된 경험이 없어 나서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입학하며 새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학생3)

• 학생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저의 능력에 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포스터 만들기, 영상 편집을 좋아하고 잘 한다고 생각해서.(학생4)

• 학교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의견을 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학생8)

나. 청소년활동(의회) 미래모습

⧠ 구성방식 

◦ 청소년들은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선출, 자원,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선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의회의 의원을 뽑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요. 민주주의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수 선출의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학생3)

• 저는 자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을 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뽑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추천으로 받아서 간다고 하면,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추천 받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구성을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학생4)

• 의회 단원들에 해서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의회 

단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활동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투표를 해서 뽑는 것으로.(학생5)

⧠ 사회적 배려계층 구성에 대한 의견

◦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다문화, 한부모, 장애 등)의 참여에 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함

◦ 청소년 의회를 구성할 때 이들을 비례대표제, 쿼터제 등으로 할당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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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표나 쿼터를 둬서 해당 그룹 아이들에 한 할당제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1)

• 그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의회 의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해요.(학생2)

• (각 그룹 별로) 수 자체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는 무조건 1-2명, 장애인 중에서 1-2명 이런 식으로 

뽑는 수를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학생4)

• 의회 내에서 다양한 집단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각 그룹의 수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해서 

학생들을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일반고, 상업고, 등에도 쿼터제를 둬서 의원이 

되게끔 하여, 학교 특성마다 다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학생5)

• 몸이 불편하고 행동이 느려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면 참여가 필요해요.(학생8)

◦ 한편 현장의 교사들은 모두 장애 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장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잘 보장되지 않는 탓에 학생 스스로도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적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배려’, ‘도움’이라는 단어 아래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기회를 뺏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지역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는 경험을 

가져보고 회의에 참여만 하게 되어도 배우게 되는 부분은 많은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분위기를 느껴본후 차츰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의견을 낼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교사1) 

• 직접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모든 활동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일반학생들도 정책 

활동을 함으로써 몰랐던 형식과 절차, 의견 제시 방법 등을 배워나가면서 지도력도 익히고,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교사2) 

• 아동·청소년의 정책 활동에 참여 가능한 학생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그러한 

활동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도 그것은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교사2)

•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장애학생들이) 기회를 놓치고 빼앗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가끔은 

부족하고 천천히 행동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배려한다고 빼고, 먼저 

해버리고, 앞서가고,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려’,‘도움’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기회를 빼앗고 있진 않는지 

등을 예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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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학생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추천 후 쿼터제를 적용하여 팀별로 

자유롭게 스며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자연스럽게 뽑고 학생들한테는 학교명으로 나간다면 서로 간(비장애, 

장애,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 부작용이 적을 듯 합니다. (교사2)

• 의회의 구성을 한 팀만 하지말고 몇 팀을 둘 수 있다면 학생들을 그 팀에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될 듯합니다.(중략) 한 팀에 10명이 구성된다면 다문화2명, 특수학급 2명 정도로 포함되면 좋을 듯 

합니다.(교사2)

⧠ 상임위 구성

◦ 청소년들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상임위를 열고자 하였고,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상임위는 청소년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것이었음

◦ 그 외에도 청소년 진로, 청소년 인권, 청소년 건강, 청소년 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됨

•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육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하는 공간이 

자연과 밀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을 바꾸는 건 다수의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자연과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학생3)

• 청소년(교육)환경상임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청소년이나 그런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가서 활동들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그곳의 교육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인 상임위가 있으면 더 좋은 사회나 더 좋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학생4)

• 진로, 안전에 관한 것은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중학교 때 진로를 정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서도 다루는 상임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마음병을 앓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성에 관련된 

상임위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성교육이 제 로 되어야한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학생5)

• 교육, 환경, 인권, 체육 등... 특히 장애인에 한 편견이나 따가운 시선에 해서요.(학생6)

⧠ 청소년의회 역할 및 영향력

◦ 청소년의회의 역할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

을 수렴해서 성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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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성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은 청소년들끼리만 돌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모아서 성인에게 말할 

기회가 생긴 것이 성인과 청소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인과 

청소년의 갈등이 갈등으로만 남지 않고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학생3)

•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학생4)

•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다리인 만큼 중간을 연결해주는 게 확실히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차별 없는 

공정하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있지 않게 공평하게, 어느 한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튼튼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학생5)

⧠ 안건 상정방식

◦ 청소년의회의 안건을 청소년의회만 단독으로 상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으며, 일반 청소년

들 더 나아가 주민과 학부모등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상정해

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일반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국민청원 같이 청소년 정책제안이나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의원 단독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소수자의 의견으로만 

제시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성인들의 제안도 자유롭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1)

• 구의원, 구청, 교육청, 학교, 주민... 학부모 포함 된 주민들이랑 별도의 전문가 팀이 안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학생2)

⧠ 구청, 교육청, 학교의 지원

◦ 청소년의회를 위해서 정책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멘토링, 견학, 의회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교

육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주체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구청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학교는 의회에 대한 홍보

와 실질적인 교육을, 교육청은 실질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음

• 구청에서는 구의원님들이 멘토링 해주시고, 구의회를 견학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전문가의 

조언과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회 운영에 해서도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학생2)

• 학교에서 청소년 의회에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학생들이 알아가기에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학생4)

• 구청에서는 확실한 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는 그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5)

•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학생회(선생님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학교의 폐쇄성 때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및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받는 것. 공적인 

활동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5)



06 마포구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 77

◦ 한편 특수학급 학생의 지원을 위해서, 구청, 학교, 교육청에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성이었음. 또한 각각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장애, 비장애의 경계 구분없이 누구나 다 원활한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

기도 함

◦ 또한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구청, 구의회가 현장의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장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정책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정책활동에 한 교육을 

신청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교사2)

•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생회 참여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기기의 지원입니다. 노트북, 안구마우

스, 음성언어 인식기 등으로 학생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

다 필요합니다.(교사1)

• 다양한 장애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한다면 누구든 가능하다고 봅니다(중략) 예를들어, 시각이나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보조공학기기와 다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시설, 지체장애는 이동의 문제 해결, 

발달적인 것의 불편함은 활동보조인 등 개인 마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교사2) 

• 프로그램 계획등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필요하며, 이때 현장에 있는 전문가와 의논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교사2)

⧠ 직영, 위탁 지원

◦ 청소년의회와 관련하여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직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위탁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민단

체 등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의회활동의 유사성과 활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음

•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탁기관이 걸쳐지면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학생1)

•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겠어요.(학생7)

• 시민단체 분들께 위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립성이 높을 것 같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학

생2)

• 청소년 의회에서 하는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민단체와 청소년 센터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좋을 것 같아요.(학생3)

⧠ 장소

◦ 인터뷰 결과, 청소년 의회의 장소는 사람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의회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의 접근을 고려한다면 주차, 경사로 설치 여부등을 고려해야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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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의회 장소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게 보여지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3)

• 구의회 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학생4)

• 접근성 높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학생2)

• 교통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필요해요. 주차나 경사로 등이요.(학생8)

⧠ 지원 기구 선정

◦ 청소년 의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의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의회라는 전문적인 측면에서는 구의회가 선호되고 있었으나 의회활동이 주는 교육적인 목적

에 초점을 둘 경우 교육지원과나 아동청년과를 언급한 학생도 있음

• 구의회가 청소년 의회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요.(학생1, 7, 8, 9)

• 구의회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의회에서 했던 활동이 이후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정치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학생5)

• 교육지원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와 연관성이 높아서.(학생2)

• 학생이 되는 이유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쪽에 속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 의회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학생4)

• 아동청년과가 청소년 의회를 지원하는데 좋을 거 같아요. 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 사람들의 복지와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아동청년과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학생3)

⧠ 청소년의 관심 증대

◦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뱃지, 명패, 봉사시간, 출석시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홍보 방식과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함

•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지나 명패, 위임장 같은 상징적인 것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1)

• 봉사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2,5)

• 수업 출석 인정을 해줬으면 해요.(학생8,9)

•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돌리려면 체험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센터에서 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생3)

• 다른 구의 청소년 의회에서 냈던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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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 청소년의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청소년의 의견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청취될 수 있기를 희

망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음. 또한 ‘친근한’ 존재로서 기능하기를 

희망함

• 청소년 의견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포스트나, 페북, 인스타를 활용해서 의견을 계속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학생1)

• 청소년 인재들이 모인 만큼 청소년들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

다.(학생5)

• 청소년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자세로 

해주시면 좋겠어요.(학생2)

•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무시 하거나 하는 일이 없게 다양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모여 앞으로의 발전된 

사회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학생3)

• 청소년 의회가 다른 구청들처럼 먼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학생4)

◦ 또한 장애 학생들의 청소년 참여 역시 희망적인 일이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참

여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추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회 구성과 지원에 있어서 과제로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상설 의회를 만든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학생 모두에게 발전적이면서 앞으로 미래 아니 현재 아동·청소년

들에게 밝은 앞날을 꿈꾸는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특수학급 및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의회에의 참여와 지원이 우리 학교에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되고, 필요합니다. 단, 우리 학교가 

중도중복지체학교인 점, 학생들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수가 몇 

명 되지 않고, 특히 그 학생들이 근위축증, 근이영양증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회의 활동에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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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방향 온·오프라인 공론장 

(1) 의회를 견제하고 대표성을 보완하는 청소년 온·오프라인 공론장 필요 

◦ 의회가 소수 그룹에 의해 독점되고, 다수의 의견 및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견제 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장치임 

◦ 청소년의회의 구성에 있어,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해도,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견을 표현할 공간이 필요 

◦ 오프라인 공론장을 이용하여, 정책 결정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계획하여, 청소년 목소리의 다양성을 보장

◦ 온라인 공론장을 이용하여, 상시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소년의회, 오

프라인 공론장을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이 정책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정책 결정권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기획 부서는 오프라인 공론장을 통한 여론 조사 

및 민원 수렴의 창구로 활용 가능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학습 및 올바른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가능 

◦ 교육지원과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프라인 공론장의 대상과 기

능을 확대하여 실시 가능 

(2)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 변화 및 아동·청소년 소통 방식에 적응 

①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예시 :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Parti)

◦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킨다’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삼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

가. 지향점

◦ 다양한 주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생태계 마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① 더 많은 민주주의(Democracy More)
   : 시민의 권리와 주권 확 를 통한 투명성과 개방성, 공공성의 증
② 더 나은 민주주의(Democracy Better)
   : 시민의 안전과 자유, 신뢰와 협력의 기반 조성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마련
③ 일상의 민주주의(Everyday Democracy)
   : 다양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공공재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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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주주의 플랫폼 구성

구성 내용

빠띠 그룹스 민주적인 팀과 커뮤니티의 협력 플랫폼

빠띠 캠페인즈 세상을 바꾸는 시민이 주도하는 캠페인 플랫폼

빠띠 믹스 일상의 공론장을 통해 정책개발을 하는 플랫폼

빠띠 타운홀 실시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실시간 의사결정 및 총회가 열리는 플랫폼

빠띠 데이터퍼블릭 시민주도의 공익데이터 플랫폼

[표 6-3] 빠띠 플랫폼 구성 및 내용

다. 주요 플랫폼 및 기능9)

빠띠 그룹스

기
능

· 소통 공간 형성
· 생각 공유 및 논의
· 자료 공유
· 찬반투표, 설문 등을 통해 의제 제안 및 논의 진행
· 공동 문서 작업

툴
킷

협력적 커뮤니티 툴킷: 커뮤니티의 기초 세우기부터 활동 진행, 의사결정까지 시도 가능한 툴킷

프로젝트팀으로 커뮤니티 만들기: 한 커뮤니티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팀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 툴킷

빠띠 믹스

기
능

· 다양한 공론장 그룹 검색 및 가입
· 제안, 투표, 댓글 기능을 통한 토론
· 모임 일정 공유 
· 진행되는 공론활동 소식 공유

툴
킷

시민참여플랫폼 운영가이드: 시민제안 내 의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공론장 기획 및 운영

시민참여 공론장

시민참여 공론장 하위툴킷: 시민제안 워크숍/ 의제 선정 및 기획/ 시민제안 실험장/ 찾아가는 시민제안

빠띠 타운홀

기
능

· 제안: 참가자와 소통
· 응원: 발표를 극적으로 연출
· 배틀: 상반되는 의견 중 하나 선택
· 투표: 최적의 결론 도출
· 점수: 의견에 한 선호도 측정

툴
킷

· 아이디어 마켓: 모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의 우선순위 결정

· 브레인스토밍: 공동 주제를 통한 그룹별 토론 진행

· 시민 총회: 의제 공유, 논의 및 결정

· 열린 토론회: 특정 이슈에 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장 마련

9) 빠띠 툴킷(toolkit.parti.coop)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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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점과제

◦ 아동·청소년 및 청소년기관·단체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실무자, 구의원, 교사 

대상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의회 활성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 중점 정책과제는 1)참여 대원칙 확립, 2)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3)참여권 교육 및 홍보의 세 

영역으로 제시하였음 

 

4 ∙ 세부과제

[표 6-4]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참여 대원칙 확립 

◦ 2장에서 밝힌 참여권의 핵심 사안을 법적 기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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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권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아동·청소년참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재·개정 

◦ 아동·청소년 종합계획 및 관련 조례 재·개정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

‐ 아동·청소년참여의 의미 및 방향성을 조례에 명시 

‐ 아동·청소년참여 정책 수립·실태조사·정책 모니터링 실시 및 이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의무화 

‐ 아동·청소년참여 영향 평가 및 사업 평가 실시 및 아동·청소년의 모니터링 의무화 

‐ 아동·청소년참여 민․관·학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포함 

‐ 아동·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학교, 청소년기관 등) 

‐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의회 활성화 계획 수립 

‐ 아동·청소년참여 관계자 및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및 조례 재·개정에 의견 청취 및 피드백 의무화

◦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및 조례 재·개정에 아동·청소년 의견 청취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을 의무화함 

◦ 참여의견 수렴은 아동·청소년의 권한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정함 

(3) 아동·청소년 주도 사업 활성화 

◦ 아동·청소년의 참여 사업의 영역을 예술·문화·스포츠·교육·돌봄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책활

동 참여와 같이 새로운 영역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것

◦ 시민참여예산 및 정책 제안 사업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줄 것

◦ 형식적인 참여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성인주도의 비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정

책참여 기구의 참여 단계를 높여 아동·청소년의 주도권을 높임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학생 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일

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하고, 의견의 반영 미반영에 대한 피드백 단계가 없는 등 형식적

인 참여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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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1)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① 상설 아동·청소년 의회와 온·오프라인 공론장 신설 

◦ 마포구의 정책참여기구는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이며, 오프라인 공론장도 그 분야가 제한적

이며, 지원부서도 각각 달라 유기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마포구의 의회 사무국은 1일 의회 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년과에서 청소년참

여위원회를 정책기구로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정책 공론장 형식의 ‘넘버원 청소년 

정책 100인’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핵심 정책 기구로 아동·청소년의회와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신설하

고 이를 지원할 전담 체계를 만들어야 함

② 마포구청내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 아동·청소년은 교육·돌봄·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이자 대상인데, 영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사업을 구분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공백 또는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사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 

◦ 마포구의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에 청소년 정책 참여 사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마포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주요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조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나, 담당 부서의 이원화와 사업 영

역의 구분으로 아동의 참여권 또한 분리되어 있음 

◦ 이러한 이원화는 부서의 전문성 추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실제 아동·청소년의 중복된 

참여 또는 사업 영역의 공백 발생 등이 일어남 

◦ 마포구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또는 기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참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마포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지역학교, 지역 대학, 지역 시민단체, 지역 기업 등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 민관산학 네트워크 마련

◦ 실질적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서는 구청과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된 통합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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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권의 교육 및 행사를 위한 기술지원,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과 연계한 참여 활동 등, 

참여권의 확대와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지지 확보가 필요

(2) 평가시스템 도입 

◦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평가와 내부·외부 평가를 의무

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평가 시스템은 참여권의 핵심을 반영하여 만들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Lundy의 참여 모델은 참여권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으나 적절한 교육에 

관한 항목, 안정성 항목 등 일부 추가되어야 항목들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자체 평가 시스템

을 만드는 것은 유용함 

[표 6-5]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Lundy의 참여모델을 근거로 작성(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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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체계 재정비 및 강화 

◦ 마포구청 내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 마포구청과 구의회, 서부교육지원청, 대학, 민간기업,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책참여 범위 확대 기반 마련 

◦ 마포구청·구의회·서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참여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들 간 긴밀한 협의체를 형성하여 참여

의 영향력 강화 

◦ 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 방과 후 활동 또는 민주시민 교육,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의 개별활동이 아닌 공적활동으로 전환시켜 참여에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임 

◦ 학급회의 및 학생회를 아동·청소년의회와 상설 공론장과 연계하여, 정책참여 기구의 대표성

과 효율성을 높임 

3) 참여권 교육 및 홍보 

(1) 참여권 교육

① 아동·청소년 대상 참여권 교육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책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킴

◦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참여활동 이전까지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참여를 망설이거나, 정책참여는 성인들의 영역으로 인식하

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②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방법·의견형성·결정 과정에 대한 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의회 및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책결정 과정 및 방

법에 대한 교육 및 안건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지원

◦ 학교·교육지원청·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마포구 관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학교등과 협력하여, 참여권의 의미, 가치, 참

여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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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활동 홍보

① 아동·청소년의회·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에 대한 홍보

◦ 아동·청소년의 정책 참여는 그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가 일부의 스펙 쌓기가 아닌 모두의 생활 속 일부분으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영역임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 

② 아동·청소년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참여 홍보 

◦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 

③ 사회배려계층 아동·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 사회배려 계층의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

여, 소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함. 이들만을 위한 참여기구를 만들어 별도 운영을 할 

경우 고립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참여기구가 필요(일반논평 9) 

(3) 성인인식 개선 

① 교사·학부모 대상 참여권 교육 

◦ 아동·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아동·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이해하고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 시켜, 아동·

청소년 정책 참여의지 확보 

② 정책결정권자 대상으로 참여권 교육 

◦ 구청장·시·구의원·교육장 등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

책 결정권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여권 실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

‐ Lundy는 정책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참여

권 실현의 4대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지적(2007) 

③ 일반인 대상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의 어려움 중 가장 높은 방해요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정책 제안 및 결정과정 참여에 부적합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성인들의 시선을 꼽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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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설문지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은 마포구의 정책현안을 연구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 마포구청의 연구기관입니다. 
마포구정연구팀은 서울시의 정책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의
회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마포구 상설 청소년의회 모델 개발에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내용 관련 여러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서울연구원‧마포1번가연구단

☎ 문의
   ■ 마포1번가연구단(구정연구팀): 박재준 연구원 (02) 3153-8086, jaejunpark@mapo.go.kr

* 설문 문항은 공동연구 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이정용 연구원이 작성한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연구의 설문문

항을 마포구 연구에 변형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 성별
    ① 여자 ② 남자 ③ 기타 

 (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유형은 무엇인가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학교밖 청소년 ⑤대학교 ⑥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 태어난 년도는 언제인가요?
    __________________년

 (4) 청소년 참여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1개월~6개월 미만 ② 7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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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포구 참여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누가 추천을 했나요?

① 학교(선생님)추천 ② 부모님 추천 ③ 기관(구청, 청소년센터 등)추천 

④ 지역(마을) 추천  ⑤ 친구추천    ⑥ 기타(            )

 ②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6) 다음 중 어떠한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이 있나요? (복수응답가능)

참여한 활동을 모두 표시 해주세요. 

① 학생회 ② 학내 동아리 ③ 연합 동아리 

④ 청소년참여위원회 ⑤ 청소년운영위원회 ⑥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⑦ 청소년특별회의 ⑧ 청소년교육위원회 ⑨ 학생참여위원회 

⑩ 학생인권위원회 ⑪ 기타(                      )

Ⅰ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동기

Q 1. 어떤 경로를 통해 자치구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을 알게 되었나요? 해당되는 것을 3개 골라주세요

① 학교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② 부모님(보호자) 또는 형제, 자매를 통해

③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④ 구청에서 만든 활동 팜플렛이나 게시물을 통해서

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축제, 청소년 총선거 등) 참여를 통해서

⑥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서

⑦ 기타(                                                  )

Q 2. 어떤 계기로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우선순위대로 2개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②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③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④ 지역사회 문제를 알고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⑤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⑥ 단순 호기심으로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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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 청책 참여활동내용과 평가

Q 3. 청소년 활동의 참여정도는 어떠하셨나요?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통이다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Q 4.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운영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구성원 간에 안건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결정된 안건의 정책반영 여부 또는 관련부서(기관) 
검토결과를 전달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Q 5.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①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지시한다

② 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의견대로 결정한다

③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해서 함께 조율하고 결정한다

④ 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의 의견대로 결정한다

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따른다

Q 6.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 스스로 의지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어렵고 많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들끼리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이나 가족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주변 어른들이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활동하기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 ① ② ③ ④ ⑤

--> Q 6-1. 자치구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 골라주세요. (Q 6의 항목 번호 참조)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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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후 자신의 변화

Q 7.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에 만족했나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참여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참여 일정은 학교일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참여 활동시간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 의견이 효과적으로 구정에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Q 8.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나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매우 
감소했다

감소
했다

그대로
증가
했다

매우
증가했다

나는 다른 참여프로그램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사회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신뢰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노력하면 우리 마을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사는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Q 9.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대로 3가지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기에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

②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

③ 청소년참여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기(홍보)

④ 청소년참여 참여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

⑥ 청소년참여 참여활동의 결과를 실제로 현실에 반영

⑦ 다른 청소년 참여단체와 연합활동 필요

⑧ 청소년참여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⑨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⑩ 부모님의 지원

⑪ 기타 (                                    )

Q 10.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을 해보니 청소년의회 같이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아주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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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 본인이 참석한 정책 참여 활동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Q 12.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Ⅳ  자치구 청소년의회 미래모습

Q 13. 자치구 청소년의회 구성 관련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나이, 학교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Q 14. 자치구 청소년의회가 어떤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치구 아동‧청소년 정책의 이해와 의견제시 ① ② ③ ④ ⑤

관내 청소년 의견의 공식 수렴창구 및 대변역할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정책반영 확대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회를 통한 지방의회 및 민주주의 학습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행정, 의회, 시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활동가 및 정치를 꿈꾸는 청소년을 고려한 진로탐색 
기능확대

① ② ③ ④ ⑤

--> Q 14-1. 자치구 청소년의회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순위대로 3가지 골라주세요. (Q 14의 항목 번호 참조)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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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치‧사회적 태도 및 개인적 성향

Q 15. 응답자의 사회적 성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함께 약속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의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 16. 평소에 학교 또는 사회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것에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의견을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공간(홈페이지, SNS 등)에 의견작성 ① ② ③ ④ ⑤

학교 게시판에 글 남기기 ① ② ③ ④ 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하기 ① ② ③ ④ ⑤

시위나 집회 등에 참석 ① ② ③ ④ ⑤

정당이나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Q 17. 여러분의 개인적 성향은 어떠한가요?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외향적이며, 열정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비판적이며, 호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을 잘 다스린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걱정이 많으며,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복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성적이며, 조용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정이 많고, 따뜻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체계적이지 않고, 부주의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관습적이고, 창조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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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치구 개별질문 (마포구)

Q 1. 청소년의회에 기대하는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및 예산 심의

②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제안

③ 지역내 정책입안자(구청장, 구의원 또는 시의원, 국회의원)와 직접소통 및 아동·청소년 의식 개선활동

④ 기타 (                                          )

Q 2. 상설 청소년 의회가 생긴다면, 정기의회 횟수는 1년에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회 ② 3회 ③ 4회 ④ 5회 ⑤ 6회 이상

Q 2-1. 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① 방과 후 ② 주말 ③ 학교수업시간중 ④ 방학 ⑤ 기타 

Q 2-2. 상설 청소년 의회가 생긴다면, 어디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② 청소년시설 ③ 도서관. 문화시설 ④ 구청  ⑤ 기타

Q 3.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를 학교급(초·중·고)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① [초등·중등·고등 모두 함께] : 학교급과 상관없이 모두 함께 운영해야 한다.

② [초등 따로 / 중등·고등 함께] : 초등학생 나이인 참여자들은 따로 운영해야 한다.

③ [초등·중등 함께 / 고등 따로] : 고등학생 나이인 참여자들은 따로 운영해야 한다.

④ [초등 / 중등 / 고등 모두 따로] : 학교급에 따라서 모두 따로 운영해야 한다.

⑤ 기타 (                                    )

Q 4.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참여방식은 무엇인가요?

① 추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마포구청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자로 추천함)

② 선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마포구청에서 선발함)

③ 선출 (아동‧청소년들이 모의정당이나 공약을 만들고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함)

④ 기타 (                                    )

Q 5. 온라인 플렛폼을 이용한 청소년 의회가 만들어지면 참석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Q 6. 온라인 소통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인터넷 매체가 좋다고 생각하나요?

① 페이스북

② 트위터

③ 네이버 밴드

④ 포털 카페(네이버, 다음 등)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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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부터 어느 수준으로 답변을 받았나요?

① 문서로만 간략하게 답변을 받았다

② 문서로만 자세하게 답변을 받았다

③ 문서와 더불어 직접 만나서(또는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다

④ 답변을 받지 못했다

⑤ 기타 (                                    )

Q 8. 이주아동, 다문화 가정,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등 참여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의회 참여를 위한 
가장 적합한 참여방식은 무엇인가요?

① 추천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마포구청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자로 추천함)

② 선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구청에서 선발함)

③ 선출 (아동‧청소년들이 공약을 만들고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함)

④ 기타 (                                                                       )

Q 8-1. 청소년 의회가 아동·청소년 문제부터 양극화,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복수 응답 가능

① 성인 전문가추천 (학교와 청소년시설, 교육청, 구청, 구의원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음)

②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청소년의원이 선택 
(각 학교 학생회의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안건을 모집하고 구청 또는 청소년의원이 선발함)

③ 청소년 직접 투표로 채택 (청소년의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함)

④ 기타 (                                                                       )

Q 9.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사업이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 9-1. ①, ②번 응답자 →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9-2. ④, ⑤번 응답자 →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10. 추후 청소년의회 활동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참여가 가능한 분은 참여의사를 알려주세요.

① 인터뷰에 참여하겠습니다.  ※ 설문지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②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000-0000-0000)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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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린의의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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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정수는 아래와 같다. 

1. 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性)이 의원 총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어린이 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표의원 각 1명, 행정동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지역 표 의원 각 1명 그 외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국우진학교 재학생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포함한 비례 표 의원 10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어린이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표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2. 지역 표 의원은 관내 16개의 행정동을 표하는 의원으로 동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 미만 어린이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학교·어린이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을 별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3. 비례 표 의원은 마포구 사회배려계층의 어린이 중 의원활동을 희망하거나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을 별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4. 특정 성(性)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역 표 및 비례 표 선발에서 이를 조정하여 특정 성(性)이 총원의 70% 이

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

음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재선출·재선발 과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

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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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어린이의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안전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복지도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리·

감독·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시 간사가 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어린이의회는 어린이의회 의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

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협의체) 어린이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구의원·교육장이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의 

정책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공론장)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한다. 

1. 온라인공론장은 어린이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의 장으로 상설 운영한다. 

2. 오프라인공론장은 연 2회 정기회의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13조(회의) ① 어린이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의원들이 의회운영방식·정책 형성 방법·안건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지

원 한다. 

2. 구청장은 어린이의원의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단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어린이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야 한다.

2. 구청장은 어린이의회의 의견에 관하여 시·구의원,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진 정책책임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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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

격과 선임규정 등에 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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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청소년의회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20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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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의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

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정수는 아래와 같다. 

1. 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性이)이 총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청소년의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 표 각 1명, 행정동에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해당되는 지역 표 의원 

각 1명, 그 외에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장애를 가진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한국우진학교 재학생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

년을 포함한 비례 표 의원 10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청소년의회 의원의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표 의원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2. 지역 표 의원은 관내 16개 행정동을 표하는 의원으로 동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학교·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을 별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

발한다. 

3. 비례 표 의원은 마포구 사회배려계층의 청소년 중 의원활동을 희망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적합한 

사람을 별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4. 특정 성(性)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지역 표 및 비례 표 선발에서 이를 조정하여 특정 성(性)이 총원의 70% 이

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

음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보며, 재선출·재선발 과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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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

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종류) 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인권위원회, 안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안전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복지도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리·

감독·지원을 받는다. 

③ 상임위원회는 1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시 간사가 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회 의장,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

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협의체) 청소년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구의원·교육장이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공론장)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설치한다. 

1. 온라인공론장은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및 토론의 장으로 상설 운영한다. 

2. 오프라인공론장은 연 2회 정기회의 30일 전에 실시한다. 

제13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 구의회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의원들이 의회운영방식·안건제안·안건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한다. 

2. 구청장은 청소년의원의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단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야 한다.

2.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의견에 관하여 시·구의원,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진 정책책임자에게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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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

과 선임규정 등에 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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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Operating Model for the Facilitation of  the Mapo-gu 

Youth Council

Jaejun Park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On October 24, 2019,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nounced its final opinion 

on the 5th and 6th Periodic Re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at children's participation is 

limited only to some areas and, unfortunately, such participation is possible on condition of 

academic performances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children's opinions. It also recommended the 

country to ensure childre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regarding any matters related to 

themselves.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is made mostly in the form of the public 

sphere for gathering opinions or restrictively applied to the education field. This research 

commenced with the recognition that a policy participation body should be in place as one of 

the methods for youth to involve in and actively contribute to all the circumstances, events, 

processes, or results relevant to their lives. In order to look into an efficient youth council model 

for local governments as the key organization in the smallest size, a permanent youth council 

model for local governments has been created based on interviews and surveys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as the purpose itself and sole rights, not a means for education  

Analyses on the purpose, operational plans,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existing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bodies indicated that most organizations focused excessively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r served a mere function of discussing policies. This suggests the 

perception that children are recipients of education and not citizens constituting the socie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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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s a fundamental right of children that must be 

protected and be the purpose in itself. It is directly related to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nsuring such rights requires systematic protec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n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rticle 3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rticle 

13 on receiving and imparting information and ideas, Article 5 on receiving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of adults and Article 19 on the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violence or abuse, as 

well as those specified in Article 12. Thus, children and youth council, which will be the main 

body for children and youth participation, shall be organized in the best form to ensure the 

aforementioned rights suitable for the district's characteristics. Types of participation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orms appropriate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childre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pinion-forming, communications with policy makers, and the 

opinions of which the influence is assured. To prevent such organizations from degenerating 

into a symbolic body, children and youth must have clear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while 

adults serve subsidiary rol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training, and instruction.  

Policy participation organization with representativeness based on increased rights and 

functions  

Policy participation by Korean children and youth has been primarily restricted to specific areas 

or places such as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s, youth steering committees, and student 

participation committees. Many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ly making stu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s and requesting 

duplicate roles not only degrades the representativeness but also wastes budget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Furthermore, most such organizations engage certain groups such 

as the members of student councils, which was found to be limited in participation and 

increasing the exhaustion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many similar organizations.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by setting up permanent youth councils and subsidiary online and off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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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pheres that do not restrict participation areas, are available for all children and youth, 

and enable discussions of any issues o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ociety in general. 

Policy participation body available for everyone, representing various opinions 

For the youth council to be recognized as a policy participation body, it must ensure that 

everyone is given the chance to participate and be proportional to reflect the opinions of children 

and youth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of the social care class. The opportunities and 

proportionality should not simply remain as possibilities but be based on systematic support and 

active promotion to increase the involvement of children and youth who are in difficult situations 

to participate.

Accordingly, both the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shall be considered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from selecting youth members to determining the council's agenda. 

Mapo-gu's children and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uncil consist of representatives selected by 

classifying the schools in the district into a form similar to local constituencies, local 

representatives selected from administrative dong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elected 

and appointed from among the social care class to satisfy both the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The council also made it a rule to have the ratio of certain genders not more than 

70%.

Permanent online and offline public spheres were opened to provide better access to children 

and youth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have difficulties in actually 

working in the council and to serve as a channel for promotion and gathering opinions. 

Increasingly efficient policy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and offices of education

Students participate in various policy organizations run by local governments mainly over the 

weekend. They participate in student organizations of schools or offices of educ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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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days because most of them are students. Students must attend schools and the activities 

in the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officially acknowledged since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educational institutions admitted by the head of schools. While there are 

many approaches available for the offices of education, school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students complain that such measures are not actually taken. The local governments,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must set up a cooperative structure and share the roles for the 

students to participate better and effectively. Closer and more diverse cooperation from various 

fields is required than the student committee  for the collaborative (public-private-academic 

partnership) governance of Mapo-gu's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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