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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1.

2.

3.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기본통계 2017~2019』 교육부)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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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를 그만 둔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이 많지만,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통해 

공부를 지속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학업형 45.6% 직업형 36.2%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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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령의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15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 약1000만원

 ’18년 1인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연 약 54만원으로 

공교육 대비 5.4% 수준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 참가가 제한되고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2위 : 공모전 참가자격 제한 11.2%

(『2018 학교 밖 청소년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편견이 담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39.6%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1위 :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낸 경험 27.5%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참가자격 : 

중, 고등학생

00공모전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부당한 차별사례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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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들은 ...

권리침해신고방 바로가기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사업 지속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양식

제   목

신고자

침해유형

침해내용

신고대상 기관명

증빙정보

예)UCC공모전 학생만 참가가능 하다고 해요

예)공모전 참가하고 싶은데 학생이 아니면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UCC 공모전 운영사무국

신고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나 공고문, 사진(포스터, 현수막 등)을 등록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본인)       그 밖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       청소년관련 기관       기타

공모전       각종대회       문화행사       근로       복지서비스       제도       기타

파    일 찾아보기

제   출 작성취소임시저장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 운영

상 담 지 원

교 육 지 원

취 업 지 원

자 립 지 원

건 강 증 진

특성화프로그램

심리상담·진로상담·학습상담 실시

검정고시반·대학입시설명회 운영

자격증 취득반·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기초생활 지원

무료 건강검진 제공

동아리,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원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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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dream.or.kr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18∼ )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느끼는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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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대응 가이드라인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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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공모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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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2019년)

모니터링 수 246건

개선 건수 78건

개선률 31.7%

아직 모니터링하지 못한 사례까지 고려하면 

개선속도는 더 더딥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장애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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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논술고사장

실력 발휘 
잘 해야 
할텐데...

신분증 보여 
주세요.

이건 인정 안 됩니다. 

이따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진촬영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은 만9세~만18세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 

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세요!

시험안내문 상에 청소년증 추가 기재

시험안내문 작성 시 소지 가능한 신분증 목록에 ‘청소년증’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감독관에게 청소년증 관련 교육 필수 

고사장에 입실하는 시험감독관에게도 청소년증에 대해 분명하게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입니다.

대상기관(업체) : 전국 (전문)대학교, 운전면허시험장, 기타 시험주관기관 등

그날 나는 사진촬영을 위해서
두번이나 고사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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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 
입장료,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TICKET

정말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다.

청소년증이 
뭐예요? 

학생증 없어요?

청소년증

그날 나는 성인요금을 내고 
뮤지컬을 봤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학생’ 말고 ‘청소년’

‘학생’이라는 단어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학교 밖 청소 

년을 배제하는 표현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만9세~만18세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이렇게 지켜주세요!

학생요금(×) → 청소년요금(○)

요금표 등에서 ‘학생요금’ 대신 ‘청소년요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초·중·고생(×) → 초·중·고생 또는 동일연령 청소년(○)

요금적용 대상자를 표현할 때 ‘초·중·고생’ 대신 ‘초·중·고생 또는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증뿐만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동일연령의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업체) : 문화시설, 여가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 및 미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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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래의 영화감독~ 
봉준호 같은 감독이 되고 
싶어.

내년에 대학 영화학과에 
지원하려면 부지런히 
스펙을 쌓아야지.

와~ 정말 
좋은 정보다.

학생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구?

어??

참가자격 :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알고 계셨나요?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동일연령의 학생들과 같이 다양한 경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대학진학,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회,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사생대회’, ‘고교생 ○○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명칭 속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참가자격이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주세요!

행사명칭 속의 ‘학생’단어를 ‘청소년’으로!

행사명칭 속에 있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사생대회. 청소년 ○○ 체험프로그램 등

참가자격 표현을 포용적으로! 

참가자격을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학교 밖 청소 

년도 참가가 가능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도 망설임 없이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등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기관(업체) : 청소년 이용 기관, 청소년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기관 

                           또는 민간협회 등

각종대회, 공모전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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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자퇴한 

학교이름을 

써야 할까?

학교? 

아... 이런

자퇴한 학교이름이 

확인서에 찍혔네...

학교명 : 대한중학교학년/반 : 3학년 2반

확 인 서

알고 계셨나요?

소속이 학교가 아닌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학교정보를 필수로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이 학교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럴 경우, 정보입력이 

어렵습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회원가입을 위해 일단 자퇴한 학교를 입력했다가 ‘봉사활동 

확인서’ 등 해당 사이트의 출력물에 자퇴한 학교의 정보가 기재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세요!

학교정보는 선택사항으로!

학교명, 학년, 반 등의 학교정보는 필수사항으로 두기보다 선택사항으로 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등 학교정보 외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필수 입력하되, 학교정보는 학생일 경우에만 입력하도록 안내해주세요.

‘학교명’ 대신 ‘소속명’으로!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면 ‘학교명’ 대신 ‘소속명’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면 ‘학교명’을, 학생이 아니라면 

소속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명’이나 ‘대안교육 시설명’ 등을 입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대상기관(업체) : 청소년 이용 기관, 청소년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국가기관 등

청소년 이용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학교명 필수입력 요구는 차별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신청

자원봉사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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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팝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싶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부모님과 오랜 시간 의논하고 내린 
자퇴 결정이라, 부모님 모두 
나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신다.

TV나 인터넷 뉴스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사건 범인은 고등학교 자퇴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문제아로 생각하지 않을까?’

알고 계셨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편견입니다. 

학교라는 제도권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비행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6.4%),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20.7%), 내 특기를 살리려고(18.7%), 심리·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18.4%)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여성가족부, 2018).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긴 했지만, 검정고시 및 대입 준비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도 

많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이렇게 지켜주세요!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직도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 범법청소년, 흡연청소년, 

사회빈곤층 청소년’ 등과 같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접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위축되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욱 

민감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대상기관(업체) : 신문사, 방송국, 광고사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 
쓰지 맙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흡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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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 상에 ‘학생’이라는 표현 대신 ‘청소년’으로 통일

연령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학생증으로 한정하지 않음

‘학생’이라는 한정적인 표현 대신 ‘청소년’이라는 포괄적인 표현 사용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표현 사용

요금표에 ‘학생’ 대신 ‘청소년’으로 변경!

행사명칭과 지원자격을 ‘청소년’으로 표현!

‘학년 정보’ 대신 ‘연령 정보’로 표현!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파리, 프랑스클레이 카운티 역사문화협회

(Historical & Cultural Society of Clay County), 미네소타, 미국

요금표 상에 ‘학생’이라는 표현 대신 ‘연령’으로 대상자 표현

[○○놀이시설. 경기도]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원 주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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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종 류

주간권

야간권 40,000원 37,000원

2일권 87,000원

46,000원

73,000원 69,000원

연간회원

종 류 구 분

대인,청소년

소인

신 규

420,000원

340,000원

재가입

레귤러
대인,청소년

소인

220,000원

180,000원

170,000원

130,000원

셀렉트

우대정보

연령에 따른 우대 : 나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제시

- 경로 : 만 65세~

- 청소년 : 만 13세~만 18세

- 소인: 36개월 ~ 만 12세

※ 타제휴카드 및 프로모션 등과 중복 우대 적용 불가

※ 신분증 /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매표소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대인,청소년

소인

140,000원

120,000원

대 인

56,000원 

청소년

47,000원

소인/경로

44,000원 

입장 및 놀이시설 이용

(코인물/대여물/기획전 등 일부 시설 

 별도요금)

당일 무료입장

2일권 스마트 예약 불가

Museum Admission

Adults(Ages 18-54): $10
Seniors(Ages 55+): $9
Youth(Ages 15-17): $8
Children(Ages 4-): Free

Choose a number of tickets 
(up to 6 tickets)
Individual tickets for the Museum
General admission

Under18s

18-25 years olds

Louvre members

Professionals

Other visitors entitled to free admission

17,00€

0,00€

0,00€

0,00€

0,00€

0,00€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중고교 재학생 또는 청소년(만13~18세)
3인으로 구성된 신규 발명아이디어 보유 팀

지원자격

레귤러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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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9세~만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신청방법

 청소년증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올해(2020년)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필요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01. 신청

or

or 청소년본인 대리인

02. 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이음
시스템

03. 제작

한국조폐공사

04. 교부
등기수령 방문수령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교보문고 핫트랙스에서 청소년증 제시하면 도서, 문구, 음반 등 10%할인(‘19년부터 적용)

< 청소년증·학생증 비교 >

구   분

근   거

대   상

발급주체

발급절차

기   능

우대혜택

청 소 년 증

『청소년복지 지원법』(‘04.2.9. 제정)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한국조폐공사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청소년의 신분확인

※ 교통카드 기능 탑재

대중교통시설, 문화ㆍ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ㆍ할인

학 생 증

별도 근거 없음

재학생에 한정

※ 중ㆍ고등학생 대상

각급 학교장 

학교별 발급

학교 소속 여부 및 연령 확인

※ 교통카드, 체크카드 기능 일부 탑재

좌 동

기 능

1. 공적신분증  2. 청소년우대 증표   3. 교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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