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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함께서울 정기포럼
“서울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





함께서울포럼 소개





함께서울포럼 소개｜ 2

제3회 함께서울 정기포럼

▍목적
  ○ <함께서울포럼> 제3회 정기포럼 개최
  ○ “서울 시민의 시간과 삶의 질”주제로 분과별 논의 및 정책 제시

▍진행 순서
   소개 및 모두발언 사회 :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 
10′  인사말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15′  모두발언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함께서울포럼 대표)
15′  함께서울포럼 소개 김인희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제 및 분야 발표

20′  주제 발표 
 :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60′

 분야별 발표  
 서울의 시간은 누구편인가?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제일자리 분과위원)

 예술인에게 ‘시간’은 무엇인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관광 분과위원장)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 갈등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여성 분과위원장)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돌려줄 수 
있을까?

안승문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자문관
      (교육청소년 분과위원장) 

 10′  휴식
 50′  종합토론 사회 :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경제일자리 분과위원장)





[주제발표]
시민의 시간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변 미 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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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발표1]
서울의 시간은 누구편인가? 
괜찮은 노동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일자리 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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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발표2]
예술인에게 ‘시간’은 무엇인가?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문화관광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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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발표3]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 갈등

                    엄 규 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여성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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