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청액션 청(소)년 활동가 모집 보도자료(2023. 2.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청년

액션 4기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청소년·청년이 직접 교육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청년

액션’(이하 ‘청청액션’)에서 2월 22일(수)부터 3월 8일(수)까지 입시 경쟁과 학력·학

벌주의를 타파하는 당사자 운동을 함께할 4기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20년 시작된 청청액션은 "차별 딛고 평등으로, 어디든지 배움있는 세상으로!"라는 슬

로건을 가지고, 입시 경쟁과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청(소)년 당사자 운동 조직입니

다. 청청액션은 그동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 출차법 청년액션 메타버스 온라인 출범식 ➡ https://youtu.be/jGQEWDQTZes

- [식혀줘! 학벌주의 명예소방관] ➡ https://youtu.be/uxvzrqZGv7o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간담회] ➡ https://youtu.be/3GqOejR5-JI

-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출범식] ➡ https://youtu.be/IQgsD1ir43s

- [경쟁교육 제로 누구나 반상회] ➡ https://youtu.be/-FXZs9Rqw4Y

- [상대평가 헌법소원 지지 변호사 90인 선언 기자회견] ➡

https://youtu.be/uEckv5fLZ98

- [대입 상대평가 위헌 청소년 100인 선언문] ➡ https://stib.ee/Vyb6

청청액션의 대표적인 활동이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

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8000명의 국민 서

명, 1인 시위, 국회 토론회, 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 제정을 촉

구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2017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2019년 블라인드 입시

도입, 그리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성과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청액션 4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 신문기사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 스터디 △사회적 인식 재고를 위한 컨텐츠 제작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퍼포먼스,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청(소)년,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자

세한 활동 주제와 계획, 상세한 모임 일정은 활동가 모집 후 논의를 통해 꾸려나갈 예정

입니다.

그동안 당연시 되어온 입시 경쟁과 학력·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변화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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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청액션 4기 활동가 모집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청년액션

□ 모집 기간: 2023. 2. 22(수)∼3. 8(수)

□ 활동 기간: 2023. 03. ~ 2024. 02. (12개월)

□ 모집 대상: 입시경쟁과 학력·학벌주의 타파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 누구나!

□ 신청 링크: https://forms.gle/EmPn36YZmy6X8Cs28

□ OT 일정: 2023. 03. 18.(토) 오전 10시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진행)

2023. 2.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 (02-797-4044/내선번호 502)

https://forms.gle/EmPn36YZmy6X8Cs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