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그리는 서울의 복지 내일

서울의 내일을 상상하라!

‘서울 복지 희망을 찾습니다’
시 민 탐 정 단  모 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로 그려내는 서울시의   

복지희망을 담은 정책의 발전방향을 만들어가고자,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핵심적 방향을 만들어갈 ‘서울 복지 희망을 찾습니다!’에  

참여할 시민탐정단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1  시민탐정단 활동 개요

  ❍ 활동내용: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열린 토의 및 미래복지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합의문 작성

  ❍ 활동기간: 2018. 7. 27(금) ~ 10. 3(수)

시민탐정단 열린회의 시민탐정단 합의회의

복지탐정단 희망탐정단 

서울 구석구석 8개 주제별

삶의 복지, 서울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민탐정단 

깊이있는 토론 및 합의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민탐정단

(청소년 / 성인)

2  시민탐정단 열린회의 ‘복지탐정단’

❚모집안내

  ❍ 모집대상: 총 80명(주제별 각 10명 내외)

  ❍ 신청자격: 서울시민 누구나(주제별 참여대상 확인)

  ❍ 신청방법: 시민탐정단 블로그(서울시민탐정단.com)에서 신청서 작성

               (선정시 일주일 전 안내 예정)

  ❍ 신청마감: 주제별 상세일정 확인

❚활동소개

  ❍ 활동내용: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공유와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활동기간: 2018. 7. 27(금) ~ 8. 22(수)

  ❍ 활동장소: 장소 별도 공지



❚주제소개

주제 참여대상 일정 

1
찬란할 청춘!
홀로서기를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노트

만 20세~34세 청년으로 
취업 및 창업 준비생, 고시생, 
아르바이트생

7.27(금) 

09:30-12:00

2
꽃보다 중년!

신중년 모여라
만 50세~64세인 서울시민

7.30(월)

14:00-16:30

3
여가문화로 만드는 소확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가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민

8.8(수)

19:00-21:00

4
전통시장, 통통!

전통시장으로 통하기
전통시장 내 상인

8.9(목) 

19:30-21:30

5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꿈꾼다!
반려인들의 수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8.10(금) 

19:00-21:00

6
두 번째 육아 인생!
손자녀와 함께 하는 조부모의 수다 살롱

초등학생 이하 손자녀 돌보는

(외)조부모

8.14(화)

10:00-12:00*

마감: 8/7(화)

7
예술인 라이프 인 서울!

서울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8.14(화)

14:00-16:30

8
슈퍼맨이 돌아왔다!

서울 싱글대디의 라이프 스토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

8.22(수) 

19:00-21:00
*마감: 8/15(수)

3  시민탐정단 합의회의 ‘희망탐정단’

❚모집안내

  ❍ 모집대상: 총 40명(청소년, 성인 각 20명 내외)

  ❍ 신청자격: 서울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시민탐정단 블로그(서울시민탐정단.com)에서 신청서 작성

               (선정시 일주일 전 안내 예정)

  ❍ 신청마감: 2018. 8. 8(수) 자정까지 

❚활동소개

  ❍ 활동내용: 서울시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 및 합의문 작성 

              서울시장에게 시민탐정단 합의문 전달(10.13)

  ❍ 활동기간: 2018. 8. 18(토) ~ 10. 3(수)

  ❍ 활동장소: 하단 일정표 내 장소 참조

구분 일정 및 장소 내용 

청소년/

성인

1차 회의

(통합)

8.18(토) 10:00~15:00

서울시복지재단 대회의실

∙ 서울시복지상상단 프로젝트 안내

∙ 현황 소개 및 기초강의

∙ 상상단 소개

청소년
(14~19세)

2차 회의
9.1(토) 13:00~18:00

쿠퍼실리테이션그룹 

∙ 기초강의

∙ [집중토의] 서울의 복지미래를 그리다

∙ 쟁점강의

∙ [집중토의] 질문 및 이슈 도출

3차 회의

9.15(토) 10:00~9.16(일) 14:00 

(1박2일, 숙박과정)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주제토의 및 난상토론

∙ 합의문 작성

∙ 합의문 발표

∙ 평가회의

성인

2차 회의
8.25(토) 13:00~18:00

서울시복지재단

∙ 기초강의

∙ 쟁점강의

∙ [집중토의] 질문 및 이슈 도출

3차 회의
9.8(토) 10:00~18:00

쿠퍼실리테이션그룹

∙ 전문가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쟁점강의

∙ [집중토의] 추가질문 및 이슈 도출

4차 회의
10.3(수) 10:00~18:00

쿠퍼실리테이션그룹 

∙ 주제토의 및 난상토론

∙ 합의문 작성

∙ 합의문 발표

∙ 평가회의

청소년/

성인

합의문 

전달
10.13(토) 예정 ∙ 합의문 대표 전달

※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민탐정단 특전(지원사항)

  ❍ 서울시 복지정책 아이디어 제안주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 및 질의 답변

  ❍ 관련 주제 혹은 참여자간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청소년)

  ❍ 기념품 / 교통비 지급

 

5  문의

  ❍ 연락처 : 시민탐정단 운영 사무국 ☎ 02-562-8227

  ❍ 블로그 : http://www.서울시민탐정단.com/

  ❍ 이메일 : welfare_seo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