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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

(1) 개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총인구 564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로, 중국인, 말레이
인, 인도인 및 기타 아시아출신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다.1) 1인당 GDP가 약 5만8천불로 자유경제체계
를 기반으로 한 금융경제 강국이지만, 교육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은 강력한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년 성장과 발전이 미래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청소년 관련 업무는 주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 그리고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MCSS)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과 직업훈련을, 사회가족개발부는 청소년복지
와 위기청소년문제를, 그리고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스포츠
및 리더십개발을 주로 담당한다. 각 부처마다 주요한 업무가 특화되어 있지만, 일찍부터 청소년의 주요 문제와
현안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다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부처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 하였다.
싱가포르는 아동청소년법(1993)에서 청소년을 14-16세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청소년협의회는 청년을
15-35세로 정의한다.2) 현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청소년 성장 및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이미 1990년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이미 여러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기관, 학교, 학부모
들이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Recidivism: NCPR)의 추진체계와 운영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인 Enhanced STEP-UP(ESU)의 역할과
1) 출처: https://www.population.sg/population-trends/demographics (2019년 5월 1일 인출).
2) 출처: http://www.youthpolicy.org/pdfs/factsheets/singapore.pdf (2019년 5월 1일 인출).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과 확대방안에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추진체계 및 운영모델

① 설립목적 및 연혁

여러 정부부처들이 역기능가족, 청소년비행 및 약물남용과 같은 주요현안을 상호논의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역기능가족·청소년비행·약물남용

상호부처

협력위원회(Inter-Ministry

Committee on Dysfunctional Families, Juvenile Delinquency and Drug Abuse: IMC)를 1994년에 설립하였
다. 본 협력위원회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들의 상호협력전략
(multi-agency approach)을 형성하기 위하여, 둘째, 청소년범죄나 비행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척도개발을 위하여, 셋째,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
기 위하여, 넷째, 청소년의 가치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위험이 높은 학업중단 또는 자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역기능가족·청소년비행·약물남용 상호부처 협력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1995년 청소년 범죄 상호부처 협력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는 2007년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Youth Guidance
and Rehabilitation: NYGR)3)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청소년비행 관련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본 위원회는 협력기관들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기존의 개입프로그램 평가검토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를 줄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기관들과 협력한다. 둘째, 위기청소년문제와 프로그램 효율성에 대한
융합 연구를 선도한다. 셋째, 기관들 간에 편리하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기관들, 자선단체들,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한
다.
2018년 4월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를 재편하여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NCPR)4)가 구성되었고,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위기아동청소년 및 범죄자로 확대되었다.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는 범죄
및 재범 예방과 재소자들의 교정을 강화를 목적으로 아래의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3) 출처: https://msf.gov.sg/NYGR (2019년 5월 20일 인출).
4) 출처: https://www.msf.gov.sg/NCPR (2019 7월 15일 인출).

표 Ⅲ20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지역사회협력 구성기관
Ÿ 문화·지역사회·청소년부(MCCY)

Ÿ 싱가포르약물중독예방위원회(NCADA)

Ÿ 교육부(MOE)

Ÿ 싱가포르사회서비스위원회(NCSS)

Ÿ 보건부(MOH)

Ÿ 싱가포르범죄예방위원회(NCPC)

Ÿ 공공안전부(MHA)

Ÿ 싱가포르청소년위원회(NYC)

Ÿ 사회가족개발부(MSF)

Ÿ 자조집단(SHG)

Ÿ 법률자문단(AGC)

Ÿ 정부의회위원회(GPC)

Ÿ 법원

Ÿ 의회구성원

Ÿ 가족정의법원(FJC)

Ÿ 중앙청소년지도국(CYGO-MSF)

Ÿ 정신보건원(IMH)

Ÿ 정책개발국(PDD-MHA)

* 출처: https://www.msf.gov.sg/NCPR/About-Us (2019년 7월 15일 인출).

②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 소속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
회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4개의 정부부처(사회
가족개발부, 교육부, 보건부, 공공안전부)와 부처 안에 소속된 3개의 산하기관(중앙마약단속국, 싱가포르경찰
청, 싱가포르교도소) 및 2개의 위원회(싱가포르사회서비스위원회, 싱가포르범죄예방위원회), 법원, 교육기
관들과 복지를 위한 자조집단들로 구성되어있다.

○ 중앙정부부처
사회가족개발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으
로 성장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중앙청소년지도국(Central Youth Guidance Office: CYGO)은 사회가족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다. 교육부로서 싱가
포르의 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실행을 담당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한편, 보건부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공
헬스케이시스템을 관리한다. 특히 공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달 협력망들 - National
University Health System(NUHS), National Healthcare Group(NHG) 그리고 Singapore Health Services(SHS)
이 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안전부는 국가의 공공안전, 행정 안전망, 이민과 국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공공안전부는 7개의 관련부서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3개 부서 - 중앙마약단속국(Central Narco
tics Bureau: CNB), 싱가포르 경찰청(Singapore Police Force: SPF), 그리고 싱가포르 교도소(Singapore Prison
Service: SPS) – 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위원회인 싱가포르범죄예
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도 소속되어 있다.

○ 중앙청소년지도국
특히 중앙청소년지도국(Central Youth Guidance Office: CYGO)은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사무국으로

사회가족개발부에 소속되어 있다. 본 사무국은 사회가족개발부, 교육부 그리고 공공안전부로부터 위임된 상호
부처 간 복합적 조직의 성격을 띠며, 공공안전부의 정책개발국과 더불어 싱가포르 예방·재활·재범위원회의 주요한
합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통합적
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2~21세 위기청소년,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청소년관련단체, 그리고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통합사무국
으로의 역할 담당하고 있다.

③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12~21세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장개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조직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주요활동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초기개입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첫 비행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
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청소년 아웃리치 및 지원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 예방전략
강화 영역이다. 잠재적인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재활 영역은 소년범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제도적
재활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Singapore Boy's Home와 Singapore Girls' Home, 교정훈련센터 , 보호감
호 및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가족강화 영역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관들 지원함으로써, 이들
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활동영역, 주요역할 및 구체적 프로그램은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5가지 주요활동사업
주요활동영역

초기개입

주요역할/기능
Ÿ
Ÿ
Ÿ
Ÿ
Ÿ
Ÿ
Ÿ
청소년의 첫 비행행동이 발생했을 때 Ÿ
Ÿ
제공되는 프로그램
Ÿ
Ÿ
Ÿ
Ÿ

구체적 프로그램
Enhanced STEP-UP
Youth GO! Programme
Sports and Arts (SPAR) Framework
Youth-At-Risk Engagement (YARE) Framework
Youth Information System
Beyond Parental Control
Prison Visits
Pre-Court Diversionary Programmes
Guidance Programme
Enhanced Streetwise Programme (ESWP)
Youth Enhanced Supervision (YES) Scheme
Family Court Conferences
Project HEAL

주요활동영역

예방전략강화

재활

주요역할/기능

구체적 프로그램

Ÿ 캠페인 및 교육활동: 캠페인, 로드쇼, 전시, 공개강의
잠재적인 비행행동을 감소하기
Ÿ 기관간의 협업: 다른정부부처와 청소년 데이터 공유
위하여 캠페인, 프로그램, 또는 다른 Ÿ 부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강화 및 카운슬링
Ÿ 학교프로그램: 학교기반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서비스,
방법들을 실행
활동계획, 학교내 비행문제 측정

Ÿ 아동청소년 제도적 재활
-Singapore Boy's Home
소년범이 사회로 재진입할수 있도록
-Singapore Girls' Home
지역사회재활과 시설재활
Ÿ 교정훈련센터(RTC) 구금: 14세-21세 소년범
Ÿ 보호감호 및 지역사회재활서비스

가족강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지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Ÿ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서비스센터, 자조복지기관,
풀뿌리조직, 지역사회클럽,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자원지원과
홍보를 정부에서 지원

지역사회기관 지원

공공기관들과 지역사회기관 지원

Ÿ 자조복지기관-Charities Capability Fund
Ÿ 청소년 및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서비스협회
훈련프로그램

* 출처: https://www.msf.gov.sg/NYGR/Our-Programmes (2019년 6월 20일 인출) 자료를 요약 정리함.

(3)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사례: Enhanced STEP-UP(ESU)

① 프로그램 특징

ESU는 학교 중퇴의 위험에 처한 학생과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가족개발부에 의해 창안
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역단위를 기반으로 총 9개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합서비스제공자(Integrated
Service Providers: ISP)로 선정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이다.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12개월
동안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카운슬링 및 학업지속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추가로 12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SU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업기술훈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자격기준
ESU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1세 미만의 싱가포르 시민 또는 영주권자, 결석률이 20% 이상인 교육부 승인
학교 또는 기술학교(ITE) 학생, 타임아웃 프로그램(위험에 처한 학생들에게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식
수업에서 떠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사회가족개발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법원 명령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 학교
학교는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통합서비스제공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는 학생의 거주지에 가까운 통합서비스제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ESU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등과 같은 더 많은 지원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ESU 참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 부모나 법적후견인에게 알릴 수 있다. ESU 참여를 위한
추천 이전에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후 학교는 학교 연락담당자, 학생, 부모/법정후견인
및 ISP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만나게 되는 예비모임 일정과 ESU 추천에 관하여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예비모임에서 학교와 ISP 담당 사회복지사는 공동으로 ESU 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 지역사회기관 (가족서비스센터, 민간사회서비스기관)
ESU에 적합한 사례의 학생을 발견하게 된 지역사회기관은 해당 청소년의 학교와 함께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해
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역사회기관은 그 청소년을 ESU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연락해
야 한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지역사회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기관은 ESU 담당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부모/법정후견인들이 참여해야 할 예비 모임을
준비할 수 있다.
○ 부모/법정후견인
자녀가 여전히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학교에 연락하여 통합서비스제공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통합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③ 사회가족개발부 승인 통합서비스제공자
ESU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가족개발부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리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총 9개 사회복지기관을 통합서비스제공자로 임명하였다.

표 Ⅲ22 ESU 프로그램 담당 통합서비스제공자
HDB 분류

지역

통합서비스제공자

Bukit Merah, Central, Kallang, Rocher, Novena,
Toa Payoh, Bishan

1

Singapore Children's Society

Ang Mo Kio, Yishun

2

AMKFSC - Youth Infinity ＠ Ang Mo Kio

SEmbawang, Woodlands

3

Care Corner CROSSROAD Youth Centre

Bedok, Geylang Serai, Marine Parade

4

Youth Guidance Outreach Services

Tampines, Pasir Ris, Punggo

5

AMKFSC – Youth Infinity @ Punggol

Sengkang, Hougang, Serangoon

6

SHIN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Hougang)

Bukit Batok, Bukit Panjang, Choa Chu Kang

7

Fei Yue Community Services

Jurong East, Clementi, Queenstown, Bukit Timah

8

SHIN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Clementi)

Jurong West

9

Lakeside Family Services

* 출처: https://www.msf.gov.sg/policies/Children-and-Youth/Pages/Integrated-Service-Providers-(ISP)-for-MS
F-funded-Youth-At-Risk-Programmes.aspx (2019년 7월 28일 인출).

④ 지역사회연계협력 서비스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청소년들 속에서 사회적 삶과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카운슬링, 가족 개입, 그룹 작업 또는 생활기술
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ISP
담당 사회복지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협력한다.

(4) 싱가포르 청소년 지역사회 성장지원 협력망의 특징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예방과 관리를 주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주체
가 대부분 민간부분이 우세한 것에 비해,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정부기관, 위원회, 교육기관,
복지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처럼 청소년 비행과
범죄예방 및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안의 특수성과 예민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연계기관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경우에는 업무분장, 책임과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상호기관 간에 업무 비효율성과 모호성을 최대한 배제하려하였다. 여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책
과 프로그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부처 간에 또는 기관 간에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되
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는 사회가족개발부 소속 중앙청소년지도국이 주
축이 되어 다른 기관들과의 상호협력 아래 정보공유, 업무분장, 관련 보도 및 스케줄 등을 관리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예를
들면, 범죄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재활을 위하여 설립된, Singapore Boy's Home과 Singapore Girls' Home은
사회가족개발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다양한 재활훈련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교 중퇴의 위험에 처한 학생과 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Enhanced
STEP-UP(ESU)은 사회가족개발부에 의해 창안된 프로그램이지만, 부처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9개의 사회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서비스제공자(ISP)로 임명하여 기관들이 운영한다.
셋째, 싱가포르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정부부처간의 연계, 부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역사회 및 민간의 청소년기관 간에 각각의 역할들이 지속적
인 상호협력 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 성과

싱가포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 운영이후 다양한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들이 직간접으로 활발히 실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본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청소년범죄 구속현황,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 유스홈 입소현황을 성과지표로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림 Ⅲ-21]에서는 2003~2017년 기간 동안의 싱가포르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고등학교 탈락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탈락률은 2010년 이후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고등학교
탈락률은 0.6-0.7%로 전체 코호트 중 1%미만의 학생만이 중도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Data Gov SG (2019년 8월 30일 인출).

그림 Ⅲ-21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그림 Ⅲ-22]에서는 2009-2017년 동안의 싱가포르 청소년범죄 구속현황을 보여준다. 2009년 1,783명의 청소년
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었고, 이 현상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6년에는
1,057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의 활동 이후 다양한 위기청소년
관리, 청소년범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과 재활서비스들 통해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
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출처: 공공안전부(Ministry of Home Affairs),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Juvenile-Delinquents
-Juveniles-Arrested.aspx(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2 청소년범죄 구속현황(명)

[그림 Ⅲ-23]과 [그림 Ⅲ-24]에서는 2009-2018년 동안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소 입소현황
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는 2009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18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09년 1,073명에서 2018년 364명으로 약 66%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2009년 224명
에서 2018년 61명을 기록하여 약 73% 감소하였다.
연령에 따른 추세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16-18세 청소년 621명이 보호감
호를 위해 입소하였는데, 2018년 184명으로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Probation-New
-Order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3 성별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Probation-NewOrder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그림 Ⅲ-24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명)

마지막으로 <표 Ⅲ-23>에서는 유스홈 입소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2-2018년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유스홈 입소는 2012-2016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2017-2018년에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23 유스홈 입소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6

233

224

194

130

84

80

8

14

12

19

21

14

26

합계

184

247

236

213

151

98

106

소년범

29

45

33

29

26

13

12

비소년범

35

49

53

52

68

30

40

합계

64

94

86

81

94

43

52

248

341

322

294

245

141

158

소년범
Boy's Home

Girls' Home

총합

비소년범

* 출처: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https://www.msf.gov.sg/research-and-data/Research-and-Statistics/Pages/MSF-Youth-HomesNew-Admissions.aspx (2019년 7월 1일 인출).

결론적으로, 성과지표로 보여준 초등학교 1학년 코호트의 고등학교 탈락률, 청소년범죄 구속현황,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감호 입소현황, 유스홈 입소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지도재활위원회가 운영
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위기청소년에게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소년비행과 범죄
를 감소하고,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싱가포르 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성장지원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싱가포르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주도형이 아니라 정부주도형이다.
Top-down형태의 정부주도형 정책시스템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주도형 성장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스포츠 및 청소년 여가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활동 및 봉사프로그
램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비해 청소년 관련 문제와 청소년들의 니즈(needs)가
보다 다양하고,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주도형과는 달리 청소
년참여형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입안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적극적
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협력체계의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기관들의 유기적인 상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나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학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정기
적인 연합모임이 중요하다. 연합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
지원 사례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및 피드백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해진다. ESU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가족개발부 공무원, 사회복지사, 학교, 학부모
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프로그램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이
나 정보, 그리고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지속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청소
년지도재활위원회의 경우, 중앙청소년지도국을 두어, 위기청소년, 청소년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청소
년관련단체, 그리고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역사회단체를 지원하는 통합사무국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경우에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관
리할 수 있는 중앙사무국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망이 보다 유기적으로 지속 발전되
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
체 형태의 모임을 구성하여 보다 통합적인 형태의 협력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형태로
지방정부라는 개념이 없어서 정부기관간의 협력과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국
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 아래, 지방정부행정시스템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되어 왔고, 청소년교육과
청소년문제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아래에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추진에 앞서,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개념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사회를 지방정부단위로 정할 것인지, 지리학적인 지역개념인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작은 공동체나 마을단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다. 덧붙여 한국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가족중심 가치관이 우선하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정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