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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본 보고서는 제주청년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바를 도출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작성됨.
- 작성자가 제주 지역에서 겪었던 수년간의 청년활동 경험에서 느꼈던 문제의식과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기에 양적 연구 방법(실증적 연구 방법) 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해석적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 현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관점을 공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였음. 본 보고서에 기재된 청년활동에 대한 시선은 상대적이고
다면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촉발하는 장으로 기능하는
바람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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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청년은 통상 성년 이후 이행기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대상을 일컬음. 연령
기준에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기반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구분하며,
만 19세에서 만 29세, 만 19세에서 만 34세,
만19세에서 만39세 등 지역별로 개 별적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1)」
은 유일하게 청년의 법률 단위 연령대 기준을
정하고 있음.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편의 연령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함.
이행기적 속성의 청년 세대를 단지 ‘연령’ 의
척도로 구분 지었을 때는 문제의 본질에 닿기
어려움. 정책 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파생된 구분일 뿐, 청년의 문제는
세대담론을 넘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함.
주권자인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며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청년 담론의
본질임.

제 1장 제주 청년 임팩터의 정의와 유형

사회구조적 청년문제
- 한국사회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양극화된 소득구조가 고착화됨 청년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로 일컫어짐. 지난 5월 통계청

1. 청년의삶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10.5%에 달했음.

청년의 정의
-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됨. 청년의 대상과 범위의 구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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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청년의 나이) :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
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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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취업으로써 기존의 사회구조에 진입하는 일의 어려움은 이제 보편의
사회문제가 되었음2)
- 성장의 과실은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는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 진입 이전의
이행기(교육/노동/시민참여 등)에 있는 청년에게는 기존의 사회문제(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 사회참여 등)의 어려움이 더욱 배가됨.

청년 임펙터의 등장
- “청년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새롭고 대 안적인 방식으로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청년활동가 주체로 나타남. 이처럼
청년의 의미론은 단일하고 선형적인 서사가 아닌 복잡한 층위의 담론들이 경합하는
영역임.”(김선기, 2018)
- 청년세대가 마주한 극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청년의 먹고사니즘
-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41.0대 1을 기록했음.3) 소위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차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사회에서 청년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음. 사회적 안전망의 부실, 공동체의 붕괴, 실패
사례의 삭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불안의 정서를 키우는 기제로 작용함.

주체와 대응 방식이 요구됨. 2009년을 전후로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는 기존의 상징적 학생운동가처럼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접 타격하거나
제도에 저항하지 않음. 대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내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등장함.
(류연미, 2014)

2. 청년 임팩터의 정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청년들
- 위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의 필요와 사회적
자원을 결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존재함.
이들은 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시민운동,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
스타트업, 도시재생 등 다방면의
사회혁신 영역에서 활동함.
이행기(교육/노동/시민참여 등)에 있는 청년에게는 기존의 사회문제(일자리, 주거,
부채, 건강, 사회참여 등)의 어려움이 더욱 배가됨.
2) 노동시장으로의 인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노동을 통 한 돈벌이를 하지 않고 훈련이나 교육 과정에 있는,
경제적으로 비독립적인 청소 년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로 ‘후기 청소년’이나 ‘성인 도래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
도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Arnett, 2000; 주경필, 2015)

이들의 활동 방식과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자아실현의 욕구와
사회적 기여 욕구가 활동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3) (잡코리아, 2030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2858명을 대상으로 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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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임팩터의 도내 활동 사례
청년 활동4) 사례의 기준

청년 임팩터의 정의
- 임팩터(impactor)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있는 사람’ 즉, ‘미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1장 1절, ‘청년의 구분’에서 확인했듯, 청년활동과 비(非)청년활동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점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본 논의에서는 2절의 ‘임펙트 메이커’ 활동을 대상으로
함. 또한 청년들의 임팩트 활동에 있어 커뮤니티 성격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함.

- 임팩트(impact)란, 사전적으로 ‘영향을 주다’ 는 뜻을 갖고 있음. 의미를 확장하면, ‘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는 것’ 임. 즉, ‘미션이 갖는
영향력’ 을 의미함.

따라서
1. 연령대 기준(만 19세 - 만 34세5) 청년 주체의
활동이 조직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며

- 청년 임팩터란, ‘미션을 가지고 있는 청년 당사자’를 의미함.
- 청년 임팩터를 논함에 있어 체계적, 지속적, 수익적, 사회연계적 성격을 포괄하는
‘기업가(entrepreneur) 개념의 층위로 논의를 한정하기로 함. 이들의 활동은 개인적
성취 이외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 내기에 논의의 대상으로
상정함. 이외의 개인적, 단발적 변화를 포괄하는 체인지메이킹 활동도 존재하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함.
청년 임팩터의 경계
- 이후 실질적 활용을 위해 <나의 미션을 드러내어 임팩트를 만드는 청년>으로 청년
임팩터를 구분하기로 함.

2. 청년 임팩터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이면서
3. 기업가적 속성의 활동
4. 커뮤니티성 기반의 활동
위의 요소를 갖춘 활동 사례로 대상을 한정함.
- ① 활동 형태, ② 미션과 비전, ③ 주요 활동,
④ 활동 특징, ⑤ 활동의 어려움,
⑥ 임팩트 의 요소를 견지하며 살펴 봄.
- 활동 사례(조직)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외부에서 바라본 진단과 판단임으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함.

4) 청년활동에 관한 최근의 비판적 논의에서는 운동(movement), 액티비즘(activism),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등의
다양한 개념들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러한 말들이 ‘활동’이라는 말로 적당히 통합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 청년활동이라
는 ‘중립적’ 어휘 범주 안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이나 액티비즘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동과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일은 물론 청년들의 책 모임, 식사 모임, 외국어 스터디와 같은 자조 모임들까지도 포함된다.
5) 「제주청년기본조례」 :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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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임팩터의 도외 활동 사례

도내 활동 사례 모음
도내 청년 활동 사례

활동 유형과 특징
※ 조직화된 청년 주체 사례 중심(가나다 순)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교대생 및 교대 출신생들의 비영리
교육활동/공간(푸른꿈 작은 공부방) 운영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제주 서귀포/이주청년 기반 협동조합

몬딱스

20대 초반 청년들의 연극예술단체

사려니

독서토론 모임

오픈컬리지 제주

온라인 프로젝트 플랫폼과 서귀포 오픈스페이스
공간 기반 교육 커뮤니티

인문학 동아리 쿰 제주

인문/사회 공부 및 대학생 사회운동 동아리

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 당사자 중심 활동 단체

제주청년네트워크

4개 청년단체 협의체, 청년정책 및 청년의제 관련 활동

제주청년행동

총학생회, 청년단체 등 18개가 연대한 청년의제 대응 연대체

제주청년협동조합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공동체/협동조합

제주학생인권조례 TF

제주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조례 제정과 기획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청년문화연대 바람

아마추어 청년 뮤지션의 무대를 만드는 프로젝트

평화나비 제주(대학생)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청소년 시민운동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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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활동 사례 모음
도외 청년 활동 사례

도외 청년 활동 사례
※ 조직화된 청년 주체 사례 중심(가나다 순)

고양 리드미

사람책 활동 중심으로 지역기반의 청년활동 커뮤니티

광주 청년센터 The 숲

광주 지역 청년들의 협업, 창의, 혁신활동 플랫폼

대구 재나콘협동조합

청년이 운영하는 공간, 청년모임의 발굴과 연결 활동의
청년 성장지대

대전 벌집

공유공간을 기반으로 시민과 학생이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소셜 스페이스

부산 비밀기지

청년단체의 셰어오피스 및 활동공간

부산 청년들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장을 만드는 부산청년네트워크

서울 동네형들

청년활동가 중심 네트워크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서울 무중력지대 G벨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및 금천구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 공간

서울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하는 NGO, 청년 당사자들의 연대

서울 성북신나

성북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재생과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하는 청년협동조합

시흥 청년 아티스트

‘지역사회 청년들의 대안적인 생활문화를 만드는
Social Artist로서의 공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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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제주 지역사회와 청년 임팩터
1. 제주 청년 임팩터의 어려움

<제주지역 청년인구 거주지 순위7)>

동료 찾기의 어려움
- 위의 도내 활동 사례는 모두 청년 커뮤니티 성격을 띄고 있음. 이들은 모두 커뮤니티의
핵심인 공동체성을 띄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임.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들에게 필요한 네트워킹 대상은 두 분류로 구분됨.
①.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신규 유입 청년
②. 소셜미션을 공유하며 프로젝트와 협업이 가능한 청년
실제로 청년들은 ②에 해당하는 청년 임팩터와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음.
이러한 어려움은 해당 법인, 조직의 기획과 운영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청년 임팩터가 번아웃(burn-out)
하며 조직의 역량이 한 순간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제주는 2018년 기준 서울시와 더불어 가장 이주청년이
많은 지역이며, 타 지역으로의 청년 유출의 비율도 높음.
청년의 유동비율이 높다는 것은 함께하는 동료가
떠날수도, 새로운 동료가 생길 수도 있는 변수가 많음을
시사함. 건강한 협업구조(본인의 기획을 펼쳐볼 수 있는
실험의 장)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오픈컬리지 제주의 사례에서 보듯, 서귀포시에서 청년

항목

순위

인구(명)

이도2동

1

9,814

노형동

2

연동

비율(%)

항목

순위

인구(명)

비율(%)

12.7

동홍동

1

3,053

14.4

9,025

11.7

남원읍

2

2,205

10.4

3

8,516

11.1

대정읍

3

1,948

9.2

일도2동

4

6,386

8.3

대륜동

4

1,652

7.8

아라동

5

5,375

7

서홍동

5

1,643

7.7

화북동

6

4,508

5.9

성산읍

6

1,540

7.3

애월읍

7

4,032

5.2

표선면

7

1,467

6.9

조천읍

8

3,012

3.9

중문동

8

1,343

6.3

삼양동

9

2,972

3.9

대천동

9

1,201

5.7

용담2동

10

2,775

3.6

안덕면

10

1,154

5.4

외도동

11

2,757

3.6

송산동

11

651

3.1

삼도1동

12

2,507

3.3

효돈동

12

649

3.1

한림읍

13

2,505

3.3

예래동

13

619

2.9

오라동

14

1,774

2.3

영천동

14

585

2.8

건입동

15

1,707

2.2

중앙동

15

564

2.7

구좌읍

16

1,669

2.2

천지동

16

534

2.5

삼도2동

17

1,650

2.1

정방동

17

423

2.0

용담1동

18

1,381

1.8

이도1동

19

1,352

1.8

한경면

20

873

1.1

이호동

21

634

0.8

일도1동

22

524

0.7

도두동

23

442

0.6

봉개동

24

426

0.6

추자면

25

210

0.3

우도면

26

206

0.3

임팩터와의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동료를 만나기 어려움, 활동 기반인 공간의 부족,
제주시에 비교해 일거리나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원이
적은 등) 청년의 지역별 인구 분포가 시내와 읍면지역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임.
10

7) 통계청,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 20세∼34세(남여인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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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부재
- 지역 자원, 일거리, 노동구조, 네트워크,
전문가로의 발전 기회가 갖춰진 사회경제적
생태계가 갖춰져야만 청년 임팩터의 활동은
역동성을 가지면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음.
실제로 청년 활동가의 생태계로 사회적경제가
부상하면서 2010년대 이후 청년 임팩터의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했다는 다수의 진단이
있음.8)
<청년활동 위협 및 저해 요인(복수선택)>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복수선택 가능)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경제적 요인(활 동 자금의 부족 등)’으로서 54명(75.00%)이었음. 본 내용이 청년정책
활동가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임팩터’의 확장된 개념에 대입해도 유의미한
참조자료라 할 수 있음.
- 청년 임팩터의 노동구조는 개괄적으로는
① 프로젝트나 사업단위의 비정형노동(프리랜서 등)
② 사회적경제나 창업/취직 등 법인의 형태로 정형노동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제주 청년 임팩터들은 ②의 형태로 소득을 얻지만 적은
임금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를 병행하거나, ①의 형태로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안정된 소득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임팩터 개개인의 가장
큰 고민이었음.
- 최근 제주형 청년정책과 각종 유관기관의 청년 지원사업, 청년 창업지원 , 공공,
민간의 금융지원 등이 생겨나고 있으나, 민간 청년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실패 사례의 배제
- 청년 임팩터의 활동 영역이 법인화,
조직화의 방법을 거쳐 체계를 갖추는데
수 많은 조직비용(정보 습득 노력/ 시간과
비용/동료를 설득하고 협업구조를
만드는 업력/법인화 과정의 시간과
비용/지역 자원과 연결 경험 등) 필요한

- 위의 표는 전국청년활동가의 노동경험 연구(김선기,2018) 의‘청년활동가의 노동

프로젝트와 사업 단위를 맡아 직접

및 참여의 경험 연구를 위한 설문지’라는 제목으로 전국 청년활동가들의

진행해보는 경험의 시간이 필요함.

거버넌스, 용역사업, 임금노동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된 자료임.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청년단체의 자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청년
임팩터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며 다방면의 사업에 호명됨.

8) 시흥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활동가들의 경험과 서사(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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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쌓여가며 고착화되는 반면, 실패 사례는 배제되어 남아있지 않음. 또한

- 위 상황의 연장으로, 제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프로젝트 경험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주려는 시도의

(정책, 프로젝트, 단위사업 등)가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도의 기획과

절대량도 적음.

실행은 기성의 방식으로 한계를 가지며 제주청년 당사자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역사회가 제주청년들을 호명하고 필요로 하는 이른바

2. 청년 임팩터 활동이 제주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
제주 : 남는 자원, 당면한 문제, 부족한 사람
- 제주 지역사회는 자연 수용력을 초과한 개발과 이주 열풍, 오버투어리즘과 도외
자본의 유입으로 도심공동화, 쓰레기, 교통체증, 난개발, 주민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에 당면해 있음.

‘청년붐’ 현상이 생겨남.
청년 임팩터 : 지역 기반의 단계적 성장의 경험 필요
- 위 상황의 연장으로, 제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
(정책, 프로젝트, 단위사업 등)가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도의 기획과
실행은 기성의 방식으로 한계를 가지며 제주청년 당사자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고가는 자원의 확장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절의 속성을 가짐. 이로 인해 지역에서 자원이 적정량보다 많아지는
최근 현상(오버투어리즘, 이주 열풍, 자본 유입)의 이면에는 제주의 기존 자원이
가치를 잃어 버려지고, 남겨지면서 부유하는 모습이 있음.
- 힐링과 여유의 섬이라는 ‘객체화 된’ 제주에 대한 시선과 달리, 제주 청년들의 삶은
‘각자 뭐든 할 일이 있어 바쁜 상태’ 라 할 수 있음.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적은
임금,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를 대변함.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이 복합적인 사업구조를
가지며, 부모의 가업을 돕거나 친척의 일을 함께하는 등의 고용형태, 낮은 임금
등의 요소로 높은 고용률 이 나타나는 곳임. 더불어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9)

있는 제주 청년의 비율은 약 49.9%로, 두 명중 한 명은 1년 이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있음

10)

필요로 함. 따라서 지역사회가 제주청년들을 호명하고 필요로 하는 이른바
‘청년붐’ 현상이 생겨남.
- 청년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문제임. 제주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는
곧 청년의 어려움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미 기성세대가 가진 여러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에게 사회문제의 충격은 배가됨. (자본 유입과 대규모
개발을 통한 제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내 집마련 어려움 배가 등)
- 지역사회가 호명하는 청년은 불특정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일
경험이 있고 능숙한 ‘경력있는’ 청년을 호명하고 있음. 따라서 임팩트 활동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성장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기존의 청년 임팩터에게는
과중한 일거리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기성세대는 결국, ‘사람이
없다’ 는 이야기로 제주 청년들을 지칭하게 됨.

9) 2017년 시지역의 평균 고용률은 59.2% 였으나, 제주 서귀포시 70.7 %, 제주 제주시 65.7%등 전국 평군을 훨씬 웃도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더불어 비경제 활동인구 중 재학·진학준비’의 비중은 전라남도 무안군(32.8%), 경상북도 경산시
(3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1.0%)로 제주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7년 상반기 주요고용지표
통계 결과. 통계청)
10) 제주청년실태조사(2017).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499명(49.9%)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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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지역의 청년들은 다양한 성장 경험이 필요함. 다양한 프로젝트 연습과

활동과 이후 상근자로 근무하게 됨. 제주 청년네트워크 등 민간활동과 청년정책

일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거버넌스 과정,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 소셜 미션에 기반한 다방면의 프로젝트로

있음. 청년 임팩터는 완성되어 드러나지 않음. 교류 경험, 팀빌딩 경험, 교육 경험,

활동 반경을 확장함.

문제해결 연습, 사회적 자원 연결 경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경험 등을 거쳐
임팩터 활동으로 진입해 나감.

- 여러 청년 임팩터와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중간기관, 공기관, 시민사회와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었음. 따라서 다양한

- 다양한 성장경험은 임팩터를 만들고, 청년 임팩터는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함. 지속가능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자원 연결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형태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도 했으며, 원하는 기획 사업의 재원조달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결하는 제안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행 하기도 하였음.

활동 생태계 구축을 지향해야 함. 결국 지역사회 기반의 성장경험 제공이 필요함.
- 속해있는 법인 또는 조직에 반 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1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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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했었음. 부수입(강연료, 기획비, 회의비, 인건비 등)을

청년 임팩터의 삶 (개인의 사례를 중심으로_강귀웅)

경험이 많음. 원하는 기획 활동을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 제주 청년 임팩터 활동의 한계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실제 청년 임팩터 활동의
진입 과정과 활동 양태, 어려움을 개인 사례에 비춰 확인하고자 함.
- 청소년 시절부터 시사에 토론과 시사에 관심이 많았음. 청소년 토론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 이슈였던 해군기지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했었음. 대학진학 이후 토론동아리를 참여하고 싶었으나 관련 동아리가 없어
학내에서는 사회참여적 활동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계기를 찾지 못했음.
- 이후 지역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토론아카데미의 보조강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토론과 시사에 대한 관심사를 이어가게 됨. 청소년 토론모임을 만들고
청소년 토론캠프를 진행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으로 확장하며
비용, 공간, 네트워크 등의 어려움에 봉착함. 해당 시민단체의 공간제공,
프로젝트 지원, 활동에 대한 조언 등의 도움을 받으며 청소년 토론 활동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지역사회에서 제안을 받았던
있었기에 유동적으로나마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음.
- 이후 대학 졸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 상근직 근무를 종료하고 학업을 이어감.
지속가능한 활동 생태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직접 사업 수행을
시도하는 데는 많은 부담을 느낌. 청년 임팩트 활동을 하는 작은 성공 사례와
안정적인 생태계가 있다고 체감하지 못해 불안함을 느낌.

1. 내재적 한계점
요구된 활동 수행의 한계
- 제주 지역의 청년 임팩터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업단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위의 사례에서 봤듯, 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인해 다양한 자원은 수행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집중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됨.
- 이후 시민단체와 접점이 있던 몇 몇 청년 활동가와 교류하게 되며 청년의제에
대한 관심을 키움. 청년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청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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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적인 사업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 하고 타 기관/단체의 요청을 받은
활동을 수행해 나갈 시, 단기적 활동 기반을 만드는데 유효함. 다만 장기적인
활동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음. 요구된 활동 또한 성장의
단계에서 필요하나, 이미 활동영역에 진입한 임팩터에게 집중되어 진입 이전의
청년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 또한 있음.
- 핵심은 인건비 구조임. 인건비 구조를 자체적으로(자기 법인/자기 조직/자기 사업)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위탁/업무대행/업무협력/수행 의 일거리를
맡는 형태로 활동구조가 짜여짐. 이 때 활동 수행의 요청자는 제주 지역의 공적
자원기반의 중간 지원기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 링크+사업단), 도 출연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많은 영역을 차지함. 따라서 창의적인 시도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 사례의 부족
- 청년 임팩터의 활동이 연결되고 조직화될 때는 지역사회의 소위 ‘선배 그룹12)’의
도움(조언, 자원 연결, 행정적 지원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음. 이들은 청년
세대보다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훨씬 많이 갖고 있기에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가지고 있음. ‘선배 그룹’은 청년들의 임팩트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나, 실제로 몇몇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선배그룹과 접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절대수도 많지 않음.
- 청년 임팩터의 활동은 새로운 시도일 경우가 많기에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전에 진행되었던 활동과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임팩터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 기획과 자원연결,
준비과정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게 됨. 실제 활동에 쏟을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음.

2. 외재적 한계점
자원 연결 한계
- 함께할 동료와의 연결, 적절한 재원 조달, 프로젝트 공간의 확보, 이후 연계활동으로
확장 등 청년 임팩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연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서울의 경우 첫째, 소셜벤처 공유오피스
‘카우앤독’과 사회 혁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
법인 ‘루트임팩트’가 만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가
소셜 벤처 등 임팩터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 사회적경제와 창업의 영역은 청년 임팩터들이 자립적인 활동기반을 구조화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제주 지역사회에서 창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반은 탄탄하지 않음. 실패한 사례는 지역에 쌓이지 않고 지워지기 때문에
진입자는 모든 것을 새로 기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있음. 둘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청년허브, 청년청,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함께하며
12) 2소위 ‘선배그룹’은 지역에서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창업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 역량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도, 청년 활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사가 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몇 몇 인사들을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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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거버넌스 청년활동, 이후의 사회적경제 확장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음.

- 청년 임팩터의 활동은 결국 자립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생태계는 새로운

셋째, 무중력지대, G 벨리 등 청년 오프라인 활동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이

인적자원의 진입과 퇴장이 원활하고, 적정 급여 지급이 가능한 생산성을 가지며,

기능하면서 자원과 사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사회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춰 지속가능해야 함.

- 제주 지역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임팩트 허브 기능이 부족하여 자원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여짐.

- 현재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 진입과 퇴장이 어렵고, 임팩터들이
적정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며, 지역사회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보다
일부 네트워크, 기성 자원배분 방식에 의해 독⁃과점 되는 경향이 있음.

청년 의제 한계
- 본 보고서에도 언급했듯, 청년의 연령대 기준 구분은 과정이지 결과일 수 없음.
청년담론 자체로 머무는 것은 연령대 기준 세대론과 소위 ‘파이 나눠먹기’에
그칠수 있음. “청년운동이 보편적 권리를 바탕으로 세대간 경쟁 구도에서

제 4장. 청년 임팩터의 활동을 위한 것

벗어나야 한다. 청년운동은 청년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청년들이

1. 청년 임팩터의 결핍과 필요

전체 시민을 위해 펼쳐나가는 운동, ‘청년을 넘어선 청년운동’이 되어야 한다.”

청년 임팩트 활동의 결핍

(박이대승, 한겨레 인터뷰13), ‘청년운동, 청년세대 넘어 사회운동의 주인공으로’)
-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단계적 성장을 돕는 관점으로 청년
담론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각의 연장으로 프랑스 등 청년정책이
유럽에서는 진입정책으로 불리기도 함.14)
- 현재는 청년 임팩터들에게 ‘청년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기대와
역할, 보상이 존재함. 장기적으로는 청년 임팩터의 활동은 ‘청년’
당사자의 활동이라는 시각이 아닌 ‘임팩터’ 로서의 사회경제적
역할자로 호명되어야 지속가능함.

- 청년 임팩터의 활동 과정에 부족한 것, 또는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은 아래와 같음.
① 동료를 구할 수 있는 협업적 네트워크 허브 부족
② 사전에 있었던 지역기반 임팩트 활동 사례의 삭제
③ 활동의 확장을 도울 지역 사회적 엑셀러레이터 부족
④ 임팩트 활동 신규 진입을 도울 성장 플랫폼 부재
⑤ 민간의 필요와 자본/ 임팩트 활동 간 연결 네트워크 부재
⑥ 완성형 청년을 호명하는 지역사회의 관점
⑦ 수익구조를 포괄한 안정적 활동 생태계 부재

생태계 부족
- 청년 임팩터의 활동은 결국 자립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13) 「청년운동, 청년세대 넘어 사회운동의 주인공으로」,한겨레 인터뷰 기사(http://www.hani.co.kr/arti/
society/society_general/707806.html) 참조
14) 「청년 정책, 프랑스에서 배우자」,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프레시안 기고문 기사
(http://m.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5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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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청년이 동료를 만나고, 성장 경험을 갖고,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며, 지역자원의
연결을 통해 자기실현과 더불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활약하는 일련의
흐름은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바라봐야 함. 따라서 제주 지역 청년 임팩터
활동의 어려움은 활동생태계의 부재가 본질임.

청년정책의 확장과 생태계
- 2016년 제주청년기본조례제정, 청년정책 담당부서 신설과 제주청년원탁회의 발족,
2017년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제주청년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제주청년센터
개소와 2018년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과 청년 정책 담당이
확대된 미래전략국 인재정책담당관 신설 조직개편 , 향후 ‘청년 더 큰 내일센터
’설립, 청년수당 확대가 계획 중인 등 제주형 청년정책의 질적/양적 확장 흐름이
존재함.
- 중앙부처,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예산 확대, 청년 수당 전국화 등 중앙정부
차원 청년정책 확장 흐름이 존재함. 15)

청년 임팩트 활동의 필요
- 청년 임팩터의 활동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사회와 청년 임팩터들이 지속가능하게 상생할 수 있는 필요 요인들은
아래와 같음.
① 청년 임팩터의 협업 네트워크 허브
② 청년 활동의 실폐 사례와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기록과 아카이빙
③ 지역 선배그룹의 청년 지원 의지를 청년들의 필요와 연결할 플랫폼
④ 신규 활동 진입 청년을 위한 단계적 경험 기회
⑤ 지역의 민간 문제(필요) 단위별 아카이빙 플랫폼
⑥ 제주 청년들의 자체적 역량강화, 조직화 시도
⑦ 공간, 사람, 일감,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작은 성공 경험 누적
- 앞서 임팩트 활동의 결핍과 문제로 확인했던 요인들의 본질이 청년 임팩트
활동생태계였던 만큼,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15) 「[2018 예산안] 한눈에 보는 청년 예산」 <경향비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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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획재정부 청년 예산

3. 전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방문 프로그램
위와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 청년 성장 교육 플랫폼의 필요성이 있음.
- 제주 청년들은 주체적인 기획 경험, 동료와의 협업 경험,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교육 경험, 지역사회의 자원과의 교류 경험이 필요함. 이러한 경험들은 청년
임팩터의 엑티비스트(Activist)16)적 요소를 보완하여 활동 진입을 원활하게 함.

임팩트 공간
- 청년들의 임팩트 활동 공간은 생태계 구축의 주요 요소임. 안정적인 청년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청년 임팩트 활동의 일과 경험의 장으로서, 외부와 만나는 통로이자
연결점으로서 공간의 의미는 상당함.
- 살펴봤듯, 청년정책의 확장흐름이 존재함. 공적 자원이 투입된 청년 공간은 양적으로
- 공공의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장되고 있으나, 결국 제주 청년의
활동생태계는 민간에서의 자립적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공적 자원을 활용한
지원정책과 보조사업 수행은 임팩트 생태계의 보완적, 보조적 역할로 남아야 하며,
핵심은 민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지향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청년 공간이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년활동
증진과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 생태계 허브로 작동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함.
“대부분의 공간 조성 정책들이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 그리고 생태계 형성보다는
신규 시설 수 추가를 통한 성과주의, 행정 편의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중략)
기존 청년 공간과 새로운 청년 공간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 전략이 중요.

2. 새롭게 필요한 것에 대한 제안

”(2015. 서울청년허브,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인용)

청년 학교
- 청년문제 해결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과 경험의
보장임. 제주 지역 청년들은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연합고사와 지역 간 학교 격차에
따른 경쟁, 경험 인프라 부족에 따른 성장 경험 부족으로 청년 임팩트 활동 진입에
배가된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 청년 임팩트 공간은 임팩터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공간의 성격과 특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간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또 다양한 성장 경험이 보다
자유롭게 펼쳐지게 하기 독립적이어야 함.
- 청년 임팩트 공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청년 공간과 지역 내 대학 사이의 협력형

1. 제주 청년들의 주체적 배움 나눔
2. 공교육 과정에서 체득하지 못한 사회 교육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쓰는 법, 성교육, 시민교육, 제주학, 연애교실)
24

16) 보다 적극적인 활동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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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청년을 둘러싼 공간과 인력을 연계하는 지원사업 활성화, 청년 공간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연계 사업 활성화 (2015. 서울청년허브,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참조) 등의 방법으로 청년 임팩트
생태계 구축의 허브로서 기능하도록 기획해야 함.
- 청년 임팩트 공간이 갖는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허브로서의 의미 또한 상당함.
지역의 문제는 보통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또한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활동은 많은 부분 지역화, 장소성 등과 연계되어 있음. 교육,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청년 공간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연동하는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공간은 초기 진입 비용과 고정비용의 규모가 상당함. 따라서 공공성을 띈 공간운영을
전제로 공적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 무중력지대의 사례처럼, 민간의 청년
주체, 임팩트 주체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요건일 수 있음.

- 공간은 초기 진입 비용과 고정비용의 규모가
상당함. 따라서 공공성을 띈 공간운영을 전제로
공적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 무중력지대의
사례처럼, 민간의 청년 주체, 임팩트 주체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요건일 수 있음.
임팩트 멤버십 (Impact Membership)
- 공간은 초기 진입 비용과 고정비용의 규모가
상당함. 따라서 공공성을 띈 공간운영을 전제로
공적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 무중력지대의
사례처럼, 민간의 청년 주체, 임팩트 주체들이 위탁
운영하는 것도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요건일 수 있음.
- 살펴봤듯, 제주 청년은 성장 경험의 부재에, 지역사회는 문제해결 주체로서의 청년의

할 수 있는 작은 일 경험
활동 지원, 청년을 둘러싼 공간과 인력을 연계하는 지원사업 활성화, 청년 공간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연계 사업 활성화 (2015. 서울청년허브,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참조) 등의 방법으로 청년 임팩트
생태계 구축의 허브로서 기능하도록 기획해야 함.
- 청년 임팩트 공간이 갖는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허브로서의 의미 또한 상당함.
지역의 문제는 보통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또한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활동은 많은 부분 지역화, 장소성 등 과 연계되어 있음. 교육,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청년 공간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과
연동하는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부재에 결핍을 느낌.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필요한
곳에서는 ‘청년을 어디가면 만날 수 있느냐’는 푸념의 목소리가 있음. 지역자원과
청년을 연결할 중간 통로를 확보하면 청년은 프로젝트, 단위 사업을 통한 성장 경험을,
지역사회는 자원을 활용할 주체와의 연결통로를 확보할 수 있음.
- 제주의 청년 임팩트 활동은 다양한 모습(청년정책 거버넌스, 시민운동, 사회적
경제, 소셜벤처, 스타트업, 청년 창업, 도시재생)으로 제주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으나,
활동 무대 안에 있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자 하거나, 외부에서 이들과 연결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음. 가시적인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들이 청년 임팩트
활동이라는 가치로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질 매개물이 없기 때문임.
- 정의했듯,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문제해결자 청년’ 이라는 가치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소속되는 멤버십이 필요함. 임팩트 멤버십의 개요를

26

27

○ 정체성(지역/청년/당사자/주체)

참고문헌

○ 가치(사회적 가치/미래 가치)

국내 문헌
- 김광모(2016),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다

○ 욕구(자기실현/기여욕구)

○ 활동(연결/변화/문제해결/생태계)

<조례>

위와 같이 설계하여 멤버십의 경계를 구분할 수도 있음.
- 임팩트 멤버십에서는 임팩터의 정체성을 확립할 활동인증, 임팩트 활동의 확장과
연결을 위한 반기별 청년 임팩트 캠프, 임팩터만이 주관할 수 있는 활동 공간에서의
메이킹 파티, 임팩트 활동 마일리지 적립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멤버십의 본질은 청년 임팩터 활동의 지속가능한 활동생태계 구축임. 따라서
멤버십은 제주 지역의 공유자원으로 확장을 견지하며 운영되어야 함.

- 김선기(2018), 전국 청년활동가의 노동경험 연구 : 지방정부 청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김선기(2018), 시흥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들의 경험과
서사 <연구보고서>
- 김선기(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The Cultural Politics of
Discursive Construction of ‘Younger Generation’ - Critical Analysis on
the Discourse of ‘Younger Generation’ since 2010

청년의 참여와 관점의 변화
- 청년 임팩터 활동과 생태계 구축은 제주 지역 모든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단일한 해법이라 할 수 없음.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방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함.
- 따라서 청년 임팩터 활동은 당위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해야 함.
다시 말하자면 청년 활동의 방향은 ‘옳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함.

- 서울청년허브(2015),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보고서>
- 서현경(2017),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청년공동체 활동 : 대전시‘벌집’
의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 주경필(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 청년 당사자의 시선이 나와 가족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로 확장하는 ‘관점의 확장’은
청년 활동의 자양분임.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조달해야 할 다양한 자원
중, 지역 기반의 사회 참여적 활동은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자원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 Revisiting the Korean Youth Welfare
Policy through the Conceptual Discussion of Emerging Adulthood in
Korea <청소년 복지 연구>
- 「제주청년기본조례」 (김황국 대표발의, 2016. 5)
- <제주청년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서>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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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영 (2017.10.12.) 「청년들의 연결고리가 만든 ‘끼인 거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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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사업
들여다보기

제주특별자치도
2017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서울청년허브
2015

공유 링크
https://drive.google.com/
file/d/1cFvOgDll3CAxQV3dGJl0ZLHlUL2xOf5C/view

https://drive.google.com/
open?id=16O3AkgR-x3A1oo_
Hl-MlSKGSQln9zl58

https://drive.google.com/
open?id=1kC1fy3rnINeSWrOblx-

- 연속기획-제주형 도시재생, 길을 묻다, 대전 유성구 청년고리의 도전
<제주의 소리>
URL: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5955&sccode=&page=&total=
-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의 제주청년 활동 연재 시리즈 [URL]
1. 제주청년정책 이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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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8181

yebtCMvExyNwxP
https://drive.google.com/
open?id=1039PhP1x76Xcp9PdAKvXMeSo3ugW4E5r
https://drive.google.com/
file/d/11UUvyWBMTukhhWjUT-

(2) 제주청년 5명 인터뷰...“갈급(渴急)함 파악할 실태조사 우선”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8244
(3) “청년문제는 시스템의 문제, 결국 기성세대 책임”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8289

kn3wVRwV4_nuNiP/view

2. 꿈틀 대는 제주 청년

https://drive.google.com/

(1) 공유공간 ‘플레이스 일로와’ 탄생기

open?id=13njxMbT1ZiU0OXp-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79491

w1g4pP2TW1i-6m7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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