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원 모집 요강

18‘~19’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
현재와 미래의 성동구를 함께 그려나갈 동료를 찾습니다!

Do you want to change?
변화를 꿈꾸나요? 변화 시키고 싶은가요?

지금의 청년은 그 어느 때의 청년들 보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과 지역이 실질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성동구 청년정책 위원회는
지역이 청년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청년들의 생각을 문제로
문제를 정책으로
정책을 제도와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함께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이 실현되도록 하는 과정에
함께하여야 합니다.
18‘~19’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와 분과는
지금의 청년과 앞으로의 청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성동구 청년정책 위원회 분과 소개
성동구 청년정책 위원회 분과는 청년정책 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지
역의 청년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지역의 청년 의제(안건)를
발굴하여 지역과 청년이 함께 상생하도록 하는 청년정책 기구입니다.

■ 18‘~19’년 분과 주요 활동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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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데이 워크숍 : 분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 성동구 청년 현황 및 기타 전달사항 공유
/ 청년정책 및 지역 주제 강연 / 분과별 후속 활동 진행
○ 정책파티(가칭) : 분과원 및 일반청년 대상, 성동구 청년정책 공유 및 토론 진행
/ 지역 및 서울시 청년단체 대표 강연 / 청년 및 전문가 토론 진행
○ 성동구 청년축제 : 17년부터 진행 중인 성동구 청년축제. 구민들과 청년정책 및 분과 활동을 공유하
는 캠페인 프로그램 참여
○ 성동구 청년정책 포럼 : 지역 청년정책 및 성동구 청년정책 토론 / 분과별 검토정책 및 정책제안 발표
/ 전문가 및 청년, 부모세대 토론 진행
○ 전반기 청년 의제 공유회 & 18‘ 매듭 파티 : 분과별 전반기 활동 발표회 및 18년도 매듭 파티 진행
○ 19년도 후반기 활동 : 분과별 활동 및 19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 성동구 청년정책 위원회 분과 활동 자문단
성동구청장 정원오 /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장 신상선
한양여자대학교 소셜 혁신 연구소장 안지훈 / 서울시 의회 청년의원 이동현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센터장 서진석 / 성동구 청년단체 등

※ 기본 활동 일정 참고 사항

○ 분과는 총 4개 분과 주거᛫복지 / 일자리 / 교육᛫문화 / 홍보᛫기획 분과로 구성
○ 위 주요활동과 함께 월 2회의 분과별 모임 활동이 진행
○ 분과별 모임은 분과장과 함께 일정을 정하여 주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모임 진행

■ 모집대상
성동구와 관련된 모든 청년, 지역 청년 정책 및 활동에 관심 있는 만18세~39세 미만 청년

■ 모집기간
- 18. 07. 23 ~ 08. 10까지

■ 활동기간
- 18.08~19.04

■ 모집구분
- 주거᛫복지 분과 / 일자리 분과 / 문화᛫교육 분과 / 홍보᛫기획 분과
○ 주거᛫복지 분과 : 기존의 성동구 청년 주거 및 복지(육아·보건·먹거리·금융지원 등) 정책 검토 및
수정 혹은 새로운 정책 제안,
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 주거, 복지 관련 근거 마련
○ 일자리 분과 : 기존의 성동구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 검토 및 수정 혹은 새로운 정책 제안,
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 일자리 관련 근거 마련
○ 문화᛫교육 분과 : 기존의 성동구 청년 문화 및 교육 정책 검토 및 수정 혹은 새로운 정책 제안,
정책 제안을 위한 청년 문화,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홍보᛫기획 분과 : 3개 분과 주제를 제외한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해당 정책 제안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 분과 참여 신청 시 희망 분과 1, 2지망 신청, 8월 18일(토) 원데이 워크숍에서 분과 구성 확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참여 신청 : http://bit.ly/성동구청년정책위원회
■ 지원내용
- 모임 공간 지원 : 왕십리 플레이스온 및 성수동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등
- 다과 및 음료 지원 : 플레이스온 및 성동구청년지원센터 이용 시 다과 및 음료 지원
-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공석 발생 및 임명 시 분과 활동 참여자 위촉
(전체 프로그램 및 분과 활동 2/3 이상 참여 시)

■ 활동 약속 사항
- 활동 공유 : 분과별 모임 진행 후 진행 “회의록” 및 “모임 후기”를 작성하여 공유
- 8월 18일(토) 원데이 워크숍 참여는 필수이며 이 외 주요 활동 참여

■ 문의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전화 02-469-4772 / 이메일 kymin4827@gmail.com / 카카오톡 boydr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