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서울의 정체성(서울다움)’ 찾기
‘우리의 서울이야기’시민 토크 콘서트  

□ 모집기간 : 2015. 2. 10(화) ~ 2. 24(화) ※ 제1회~5회 이야기

□ 모집인원 : 회당 70명(선착순 마감)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신청

□ 운영기간 : 2015. 2. 27.(금) ~ 5. 1.(금) ※ 10회

□ 일 시 : 매주 금요일 19:00 ~ 21:00

□ 장 소 : 시민청 및 신청사 다목적홀 등

□ 주요내용 : 주제별 전문가와 시민의 이야기 공유 및 자유 토의

○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겪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진행

- 서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의해 보고, 그 결과 집약되는 ‘서울만의,

서울다운 정체성(키워드)’ 찾아 서울 대표 브랜드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

□ 진행일정

연번 신청 일 자 이야기 주제 출 연 자 장 소

제1회

1차
접수

2. 27(금) 서울, 산과 강을 이야기하다
 - 서울의 자연환경, 생태지리적 조건 살피기

신정일(문화사학자, 
‘새로 쓰는 택리지’ 저자)

신청사
다목적홀

제2회 3. 6(금)  서울, 수도를 이야기하다
 - 근대도시형성 이후 수도 서울의 변천사

 최종현(통의도시연구소 소장,  
 ‘오래된 서울’ 저자)

신청사
다목적홀

제3회 3. 13(금)  서울, 만남을 이야기하다
 - 카페, 광장 등에서의 교류 

 정윤수
(문화평론가, ‘인공낙원’ 저자) 

시민청
태평홀

제4회 3. 20(금)  서울, 시장을 이야기하다
 - 상권형성과 소비방식 변화

 박은숙
(고려대 강사, ‘시장의 역사’ 저자)

시민청
바스락홀

제5회 3. 27(금)  서울, 노래를 이야기하다
 - 노래에 녹아든 서울살이

이영미(대중음악·드라마
평론가, ‘광화문 연가’ 저자)

신청사
대회의실

제6회

2차 
접수

4. 3(금)  서울, 맛을 이야기하다
 - 고유음식, 맛의 변화, 세계화 바람 

박정배
(음식칼럼니스트, ‘음식강산’ 저자)

시민청
태평홀

제7회 4. 10(금)  서울, 문화를 이야기하다 
 - 책방, 극장, 공연장 등 문화 향유 

백선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청
이벤트홀

제8회 4. 17(금)  서울, 거리를 이야기하다
 - 주요 건축물과 거리 탐색

서현(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저자) 

시민청
바스락홀

제9회 4. 24(금)  서울, 서울 속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 외국인 마을, 다문화와 공존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청
태평홀

제10회 5. 1(금)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을 이야기하다
 - 국제 도시 서울이 갖춘 것과 갖출 것

이지상
(여행작가, ‘도시탐독’ 저자)

시민청
태평홀

※ 제6회 ~ 제10회 이야기는 2015년 3월 16일 ~ 3월 30일 접수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