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 천
합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분야나 현장 사정은 잘 모르는 분
 생계를 위한 일자리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강도의 일거리를 찾는 분

www.50plus.or.kr
서울시 보람일자리 헬프데스크(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단) 02 460 5085~7

보람일자리는 50+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 
새로운 경력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50+포털 '50+보람일자리 정보'
좌측 QR코드를 통해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 포털 검색창에서 카메라로 검색 또는 코드 검색

참여안내

50+포털 활용하기
50plus.or.kr

서울시 50+포털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과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50+포털 접속
50plu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일+ 사회공헌일자리
서울시50+보람일자리

꼼꼼히 
모집공고 확인

관심사업에 
참여 신청

참여신청모집공고

50plus.
or.kr 로그인 보람일자리

이동 모집공고 참여신청

선발심사 교육 현장활동

보람일자리가 걸어온 길

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보람일자리) 사업 최초 시행

6개 유형 총 442명 참여
(시니어 마을 새내기 등 신규 유형 포함)

4422015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보람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3개 영역 23개 세부사업 총 2,022명 참여20222017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보람일자리) 사업 추진

13개 유형 총 719명 참여 719 2016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보람일자리) 사업 다양화

5개 영역 31개 세부사업 총 2,273명 참여 2273 2018

50+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일자리(보람일자리) 사업 추진

5개 영역 31개 세부사업 총 2,402명 참여24022019



사회공헌＋커리어 찾기

사회서비스

4대 영역별 세부사업

세대통합

마을 당사자

  50+세대 사회공헌활동 역량강화로 사회적 인식 제고
  50+세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50+세대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세대간 연결 매개체 역할 수행

  지역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복지 실현
  마을공동체 문화조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50+당사자가 동 세대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델

※ 각 사업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0년 1~12월

 사업영역 	 사회서비스  마을  세대통합  당사자

 사업규모 	 4대 영역 28개 사업에 총 3,055개 일자리 지원 예정

 참여대상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3.1.1.~1970.12.31.인 자 중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활동내역	 4대 사업 영역에서 50+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수행

 지원내역	 참여 활동비 월 최대 525,020원(9,211원×57시간 /세전), 교육실비/상해보험 가입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최대 활동시간, 활동비 등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자세한 신청자격 및 활동조건 등은 세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 50+포털 내 50+보람일자리 세부사업별 모집공고 참조

공공복지서포터즈  활동기간 5~11월  인원 128명 

우리동네돌봄단  활동기간 8~12월  인원 500명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28명

작은도서관지원단  활동기간 9~11월  인원 30명

빗물관리지원단  활동기간 9~11월  인원 50명

50+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활동기간 6~12월  인원 35명

지역특화일자리  활동기간 5~12월  인원 99명

50+마을기록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30명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활동기간 4~12월  인원 55명

50+학습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100명

50+컨설턴트  활동기간 6~11월  인원 70명

청소년시설50+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66명

학교안전지원단  활동기간 7~11월  인원 240명

50+다문화학습지원단  활동기간 6~12월  인원 45명

어린이집공동회계사무원  활동기간 7~11월  인원 40명

도시농부텃밭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50명

경로당복지파트너  활동기간 6~11월  인원 220명

독거어르신후견지원단  활동기간 2~12월  인원 60명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80명

50+시니어지역상담가  활동기간 6~12월  인원 52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100명

장애인시설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320명

최중증장애인낮활동지원사업단  활동기간 2~11월  인원 78명

일자리사업지원단  활동기간 7~11월  인원 139명

50+스마트기기지원단  활동기간 7~11월  인원 30명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활동기간 2~12월  인원 46명

어르신돌봄지원단  활동기간 7~11월  인원 23명

장애학생학습지원단  활동기간 6~11월  인원 26명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으며 
감성적인 걸음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한 결과,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친근감을 나타내 주었을 때 
정말 감격스럽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학생학습지원단 ○○○님 

인생 귀로에서 만난 
서울시50+보람일자리 사업에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하며 
뜻 있게 보내고 있구나’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경로당복지파트너 ○○○님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사회가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공공복지서포터즈 ○○○님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했습니다. 
활동을 통해 나눈 것보다 
받은 것이 적지 않음을,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습지원단  ○○○님

2 0 2 0 서 울 시 
50+보람일자리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 커리어를 탐색할 수 있는 서울시의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의 경험과 가능성 제시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와 
휴먼 네트워크 제공

인턴십과 관련 경력을 제공하는 디딤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