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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여수” 제 1회 청년페스타 토크 콘서트 성료



보도자료 해명자료

 >  >  > 열린시정 여수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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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조회수 368 담당부서 인구일자리과 담당자 성아혜 연락처 061-659-3678

청년 일자리, 재테크, 결혼‧육아 주제 오픈토크…‘청년들의 궁금증 해결’의 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년들을 위한 제 1회「여수청년페스타 토크 콘서트」가 지난 20일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에

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주관하고 26명의 여수시 제4기 청년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사로,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지역 청년들의 문화공연’, ‘전남 잡스퀘어 청년 일자리 상담’, ‘여수시 보건소 심리상담’ 등으로 알차게 운

영됐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일자리, 재테크, 결혼‧육아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뿐 아니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즉석에서 참

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으며,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일자리분야는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 박사를 모시고 청년고용정책의 현황, 문제점,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문답시

간을 가졌으며,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의회의장, 강현태 여수시의원이 자리를 지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재테크 분야는 권욱 강사(전남대평생대학원 부동산과정)가, 결혼‧육아분야는 최진숙 교수(순천제일대)가 맡아 청년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청년 여러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

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삶에 와 닿는 지원사업과 정책을 통해 여수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 간 결속

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4기 활동가들은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여수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수시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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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여수 미래 먹거리 MICE산업 이끌 2기 서포터즈…
다음글

여수시-유관기관 합동 화재예방 및 여수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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