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기간
장소
대상
구분

2021년 11월 16일 ~ 12월 16일(총11강)
온라인 화상강의 + 현장 워크숍(위드스페이스)
만 45세 이하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 51명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국가 현안·비전 의제 : 국가 비전과 전략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입학식

11.16.(화)
19:00~19:10

환영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격려사 : 송영길 당대표

제1강

11.16.(화)
19:10~20:40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전략

제2강

11.17.(수)
19:00~20:30

동북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정책 과제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前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前 통일부 장관)

지역 현안·비전 의제 :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제3강

11.18.(목)
19:00~20:30

제4강

11.23.(화)
19:00~20:30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김두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개혁과제
-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前 행정자치부 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혁신 사례와 지역발전 과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 전략

(前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정책 실무과정 : 정책과정 이해와 사례
제5강

11.24.(수)
19:00~20:30

제6강

11.25.(목)
19:00~20:30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어떻게 좋은 정책을 제안·형성·추진할 것인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문제인식 및 정책방안(정책제안서) 마련 등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부 예산편성과 지역정책예산 등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내가 만드는 지역의 비전 국가의 미래

(현장 워크숍 : 위드스페이스 P홀)

제7-1강

11.27.(토)
13:00~15:10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A조>

제7-2강

11.27.(토)
15:20~17:20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B조>

김우영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7-3강

12.04.(토)
13:00~15:10

수강생(13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C조>

하승창 前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7-4강

12.04.(토)
15:20~17:20

수강생(12명) 정책연구과제 발표 <D조>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
(민주당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특강 및 수료식
제8강

(화상강의 : 민주당사 5층 화상회의실)
12.16.(목)
19:00~20:30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특강> 선진국의 조건과 우리의 과제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12.08.(수) 오전 10시까지) - 수료 필수요건
수료식

12.16.(목)
20:30~21:00

수료사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축 사 : 송영길 당대표
정책전문가 인증서 수여식, 우수 수료자 표창

※본 커리큘럼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전국 17개 시도당

주관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Manifesto Youg Co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