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계획서
단체명
사업명

충북·청주경실련
지역사회 시민운동 활동가 육성
1. 공익 이슈 메이킹
- 지역 내 산재되어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내용을 분석/입장정리/가공한다.
2. sns를 활용한 공익활동 홍보

사업내용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sns활용한 현안 및 공익 활동
홍보
3. 활동가 육성
-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관찰하고 논하는 한 사람의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업목적

시민운동 활동가 육성
오늘날은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시민 운동이 유행이 아니게 된 시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유효하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사업목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운동의 노하우와, 청년 활동가의 감각을 서로 공유하고 궁
극적으로 시민운동을 여는 한 사람의 젊은 활동가를 육성하여 우리 지역에 한 사
람의 열린 눈을 더욱 만들고자 한다.
1. 공익 이슈 메이커
- 서울 및 수도권은 청년 활동가 조직이 많이 있어 청년 시선의 이슈가 비교적
많이 있다. 반면 지역은 수도권 청년 활동가 수가 적어 수도권에 비해 청년의 시
선이 담긴 활동이 적은 편이다.
- 청년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관심 가지는 공익 이슈들을 가지고 교육,
토론, 네트워크, 현안 대응 등 다분야의 활동을 경험하고, 지역 및 조직은 청년활
동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다.
2. sns 마케터
- sns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과 무작위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sns에

세부내용

보다 익숙한 청년 활동가의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혹은 사용했
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한다.
- ex) 팟캐스트, 유튜브 등
3. 청년 활동가 육성
-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6개월 간의 청년 일 경
험의 여정을 함께 하여 시민단체는 한 사람의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를 육성하
고, 참여청년은 우리 사회 안의 정의를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자라는 시간을 보
내고자 한다.
- 충북·청주경실련은 사직대로361번길에 위치한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센
터를 세웠다. 1층 공간을 시민과 시민운동의 소통창구로써 활용하기 위해 강연,
스터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청년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함

께하는 청년활동가는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 시민운동을 진행할 수 도 있을 것이
다.
1. 공익 이슈 메이킹
- 지역 내 새로운 분야 또는 충북·청주경실련 기존 정책 이슈 중 택하여 대응
- 조사) 정보공개청구, 현장조사, 기존 보도
- 연대) 네트워크, 회의, 워크샵 등 진행
- 발표) 보도자료/sns/오프라인 캠페인/현수막 등의 형태로 발표 및 홍보
추진방법

2. sns를 활용한 공익 활동 홍보
-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밴드 등 sns활용한 현안 및
공익 활동 홍보
3. 청년 활동가 육성
-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진행. (북스터디, 내용 조사 발표, 토론 등)
- 글쓰기, 말하기 등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훈련 진행
- 공간 인테리어, 스터디 프로그램 관리, 대관프로그램 진행 등
1,2주차) STUDY
- 최근의 지역 이슈 조사
-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지난 정책사업 공부
- 지방정부 행정, 지방의회 의정 내용 파악
- 공간 크리에이팅 계획
- SNS활용안 계획

교육계획

3,4주차) 정책이슈 대응 훈련
- 대관, 스터디, 기타 프로그램 등 진행할 준비업무
- 지역 내 정책 이슈 대응 계획 안 작성
1개월 차) 이후 중간 발표 외
- 기존 업무 진행 및 공부
- 정책 이슈 대응 계획 시행
- sns 활용 홍보 업무 등

관리계획

- 일간 회의
- 1, 3, 5, 6개월 차에 평가 시행
1개월 차)
- 정책 이슈 공부
- 기본 업무 교육 및 조직도 파악
- 중간평가
2개월 차)

추진일정

- 정책 이슈 실행 계획 및 준비 업무
3개월 차)
- 정책 이슈 실행 계획 및 준비 업무
- 중간평가, 계획 수정
4개월 차)
- 정책 이슈 실행 및 홍보

5개월 차)
- 업무 진행
- 중간평가, 계획 수정
6개월 차)
- 업무 진행
- 최종평가, 개인 사업 분석결과 최종 보고
7개월 차 이상)
- 계획했던 프로그램 및 정책 지속사업 진행
- 글쓰기, 스터디 기록물
주요결과물

- 발표 촬영물
- 프로그램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