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이 가진 고민과 문제들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플랫폼입니다. 청년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청년의 

삶에 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학습하고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참여 청년 간의 교류와 전문가 정책자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과 시정참여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관계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어디까지 되는거에요?>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2021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구 

청년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공고
<정책제안,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모집기간]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1일(목) 

※100명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만 19세~39세 대구 거주 및 활동 청년 / 선착순 모집 100명

※공고일 기준(2021.02.15), 만 19세~39세(1981.02.16.~2002.02.15.)

※다양한 청년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참가자 우선 선발

[활동일정] 2021년 3월 ~ 12월

3월~4월 청년생활정책학교 온·오프라인 운영 / 수료식 

↓

5~6월 위촉식 / 상반기 정책활동 진행

↓

7월 정책제안대회

↓

8~9월 하반기 정책활동 진행

↓

10월 최종 공유회



[수료기준] 온라인 교육 1~5강 & 과제(정책제안서)

구분 내용 일정(생방송) 일정(녹화방송)

1강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소개 유튜브(보라그래TV)_사전 시청

2강 오리엔테이션 / 교육과정 안내 3월 16일(화) 19:30

3월 20일(토) 13:00

3강 청년정책의 형성 및 현황 3월 18일(목) 19:30

4강 대구 청년정책의 흐름 3월 23일(화) 19:30

3월 27일(토) 13:00

5강 정책제안을 하기까지_실무편 3월 25일(목) 19:30

※온라인 교육은 ZOOM 화상회의로 진행 / 강의 당 1시간 내외로 진행 예정

※생방송 일정에 참여를 못 할 시에는 녹화방송 참여 

내용 비고

과제 정책제안서 3월 31일(수)까지 구글 폼 제출 / 10줄 내외

[활동내용]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써 활동

청년교류, 정책자문, 역량 강화 활동 및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

지역 청년 소통창구 역할을 통한 세대 간, 계층 간 공감대 형성 도모

ㆍ수료식 / 4월 3일(토) 14:00 / ZOOM으로 진행 예정

 - 청년생활정책학교 수료식

 - 전체모임 및 팀별 활동 및 소개

ㆍ위촉식 / 5월

 - 청년생활정책학교 수료 후 인원 위촉

ㆍ다양한 자체활동 / 5~12월

 - 타지역 청년 거버넌스 교류, 시정 참여 활동(간담회, 회의, 토론회 등)

 - 워크숍, 세미나, 활동 프로그램 등

ㆍ정책제안활동 / 5~10월

 - 정책제안 활동, 정책 모니터링, 자료수집 및 조사 등

ㆍ정책제안대회 / 7월

 - 정책제안 발표 및 투표, 검토간담회 등 

ㆍ대구청년주간 / 9월

 - 청년 정책포럼 및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ㆍ최종공유회 / 10월 말

 - 전체활동과정 공유, 대구시 시정 소통의 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청년생활정책학교 수료 시 수료증 증정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위촉

(청년생활정책학교 수료자에 한해 대구시장 명의 위촉장 수여)

팀별 정책연구활동비 지원, 자체활동 기획프로그램 지원

활동우수자 표창 및 우수제안 정책 시상, 활동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대구광역시(www.daegu.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구글 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www.dgyouth.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구글 폼) 

[ 문 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 TEL. 053-426-1939/dgyc1939@daum.net

http://www.daegu.go.kr
http://www.dgyouth.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