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50+인턴십

활동 직무기술서

1. 모집개요      

인턴
수행활동(직무)

보건소 및 코로나19관련 상담 등 모집인원
14명

(오전 5명, 오후 9명)

2. 활동처 소개  

기관명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인턴
수행활동

상담직(초단시간근로) 조직규모
420명(정원)

※ 상담사 327명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23(풍물시장 옆 건물)

기관 및
사업소개

 서울시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전화‧챗봇‧수어‧외국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2만여 건의 행정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0다산콜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래 교통‧수도‧25개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접수를 도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사회적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백신접종 등 끊임없는 

감염병 현안들로 쏟아지는 시민의 문의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관련 

문의’를 전담으로 상담하는 상담인력풀을 50+인턴십을 통해 모집하여 다양한 

상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인턴 수행활동 소개

배치부서 단기상담팀 모집인원 14명

(오전 근무조 5명, 오후 근무조 9명)

업무내용

w 보건소 및 코로나19 관련 상담 등

 -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 진료·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감염병 관리, 의료비 지원,

식품·공중위생,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 코로나 검사, 백신접종, 사회적거리두기, 국민상생지원금, 방역수칙 안내 등

업무의
필요성

w 120다산콜재단은 전화, 챗봇, 수어, 외국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2만여 건의 행정상담을 수행하는, 서울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관으로120다산콜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래 교통, 수도, 25개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를 도맡고 
있음

w 시민문의가 폭증하는 프라임시간대에에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의 
통화연결지연 불만을 해소하고 응대율을 상승시키고자 함



4. 인턴에게 요구되는 역량  

필수조건 w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음
w 상담 후 상담이력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필요

우대조건
필요경험

w 컴퓨터 활용 능력 중급 이상 
(상담이력입력, 상담DB정보검색, 

   인터넷활용 등)
w 관련분야(콜센터) 활동 경험자 우대

※OA활용능력(■로 표시)
 한글    □상 ■중 □하 □상관없음 
 엑셀    □상 ■중 □하 □상관없음 
 PPT    □상 □중 □하 ■상관없음 

자세

w 소통을 잘하는 분 
w 성실하게 복무 가능하신 분
w 업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실 분
w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유지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는 분

 SNS    □상 □중 □하 ■상관없음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회계    □상 □중 □하 ■상관없음 

 기타                            
 

5. 활동요건 및 환경   

활동
예정지

w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운영본부 단기상담팀

활동시간

※ 월, 수, 금 (주 12시간, 1일 4시간근로/ 오전‧오후 2개 근무조로 운영) 
 - 오전 09:00~13:00 (4H) 
 - 오후 14:00~18:00 (4H) 

- 주 3일(월,수,금), 주 12시간 , 월 52시간 내(요일 및 시간 조정불가능)

활동환경 - PC, 전화기 설치, 개인별 좌석 제공(1석 오전‧오후 근무조 2인 사용)

활동처
환  경
사진

※ 상기 사진은 재단 상담좌석 현황으로 단기상담팀 사무공간과는 상이함, 인턴십 근무 장소는 별도 마련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