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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위기가 코로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탈탄소 사회
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전환의 과정에
서 사회적 경제는 과연 어떤 역할을 ...

 

지속가능패션 서밋서울2020

서울디자인재단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에서 10월 20일 부
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는 '지속가능패션의 뉴노멀'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 ...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비대면 시대 가족놀이 영상공모전 공고(~10.24)
[i-SENS]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11.24)
[연장공고] 2020년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회 학교협동조합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상상우리]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도시재생 기금지원 국민아이디어 공모전(~10.19)
[공고] 코로나19 다음을 준비하는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지원사업 참여주체 모집 공고(재공고)(~10.22)
[공고] 비대면 사업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문제 발굴 공모전 안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민 혁신 아이디어 및 혁신 서비스 활용 수기 공모전 안내
[SK]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단체 Social Value 프로젝트 공모전 안내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집공고]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10.20.)
[GKL사회공헌재단] 관광기반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10.2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공모(~10/27)
대전사회적경제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2차 지원사업(공공형)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재단]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50+적합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모사업(~10/30)
[강서]2020 강서50플러스센터 '50+마스크가왕' 공모전 실시
[금천][공고] ‘50+금빛학교 콘텐츠 공모’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안내] 함께일하는재단-한국공항공사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11/02)
함께일하는재단
[모집연장] 2020년 2차 성동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지원사업(~10/20)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IT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언택트 기반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0.10.2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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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타운 IP상품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2020.10.30)
제2차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020.11.13)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라자다,쇼피,타오바오,아마존) 참가기업 2차 추가 모집(202..
국제유통센터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조성(실내건축)
SBA 고용지원사업 관련 서울 중소기업 및 청년 대상 실태 조사
서울창업허브 별관제품화지원센터 확장에 따른 시설개선공사(건축)
하이서울쇼룸 V-커머스 운영
서울메이드 방역·구호 키트 인도네시아 운송 용역
SPP:Game 온라인 비즈매칭 운영 용역
20FW-21SS 하이서울패션쇼 운영 용역
첨단센터 XR코워킹오피스 분할공사(건축)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 머시닝센터 외 2종 장비 구매
해외온라인 비즈매칭 지원사업(IT-아시아) 운영 용역
G밸리메이커스페이스 소형 CNC선반 구매
G밸리메이커스페이스 레이저커터, 절곡기 장비 구매
하이서울기업 Virtual Cluster 구축을 위한 콘텐츠 영문 번역 용역
Koica
KOICA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2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개발(R&D;)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 심사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변경 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북부여성발전센터:[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커리어닥터 1:1경력개발코칭 참여자 모집 (2기)
서울문화재단
[공모] 2020년 청년예술청 작품(미디어, 영상)구매사업 공모안내
서울NPO지원센터
[희망제작소] 온갖문제연구소 오픈기념 시민공모 (~10/23)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없는 일터 만들기 슬로건‧에세이 공모전 (~10/30)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0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12/11)
[재단법인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2021. 1. 15)
공익단체인큐베이팅지원사업 (연속)
관악 사회적경제 기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제15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단체 지원
[인권연대] 2020년 제10회 인권의 등대상 후부 공모(~11/2)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LH] 완도군내 LH1 단지내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10.30)
[공고] 2020년 KB국민은행 제5회 지역사회혁신프로젝트 모집 공고...
[공고] 2020년 한국중부발전 제1회 사회적경제기업 장기근속 종사자...
[고양시여성창업지원센터] 2020년 사업화지원금 경진대회 접수 공고(...
[LG소셜캠퍼스] LG소셜캠퍼스 입주기업 모집(~10/30)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주민의 내집수리 기술향상을 돕는 <온라인 동...
[KOTRA]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신규바이어 발굴 사업 참가기업 모집...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롯데홈쇼핑 사회적경제 입점 판매전 <에이드런> (10/9,10/16,10/23,10/30)
[안내] 2020년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BUY SOCIAL 전국시민홍보단 모집(~10.16)
[안내]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사회적경제상품 소비진작 행사 <땡큐공감할인마켓> 야외이벤트행사장 판매기업 모집(~10.22)
[안내] 제4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 개최(10.16~10.25)
[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추가모집 선정 결과공고
[공고]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시민참여 액션플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KOTRA] 2020 유망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10. 16. 17:00까지] 마을기업-홈플러스 '상생장터' 입점 지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청소년․청년 서포터즈 모집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살림]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1기 창업팀 사전 선발 모집 안내
[카드뉴스] 2020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시상 운영계획 안내!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집공고] 2020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사업 수강생 모집(~10.26.)
[사회적협동조합자바르떼]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교육 수강생모집(~10.16.)
[사회적협동조합 세이]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여성특화/권역(수도권) 사전선발 모집(~10.23.)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20년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바이소셜 전국시민홍보단 모집(~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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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우수창업팀 크라우드펀딩 특별기획전(~11.9.)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BEF 증권·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10/30)
. 북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 수강생 모집(~10/2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10/26)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10/31)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금융 상담회 신청(~10/18)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 수강생 모집-마을관리 특화교육과정 (~10/21)
사회적경제 경영·금융 상담회(10/18마감)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브루타 교육 기획 방법 선발자 발표
제 7기 울산시 협동조합 아카데미 합격자 발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일키움일자리사업』운영기관 추가 모집공고
서울시50+패밀리
[웰서퍼] OPAL 청춘기획 서포터즈 모집(~10.22)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입문 5기 교육(~11.3, 선착순)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6기 교육 참가자 모집(~10.19)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슬기로운 시니어 창업학교(~10.23)
[서울시NPO지원센터] 10월 NPO 상담소(선착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10.27)
[중부]「50+세바시」 주인공을 찾습니다
[금천][알림] 금천50플러스센터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개관식 안내
[재단]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운영재개 안내(10.19~ )
신나는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 펀딩 참여팀 모집(~10.30)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10/23)
[한국임업진흥원] 2020년 포레스트 청년 소셜챌린저 참가자 모집 안내(~10/26)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2기’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10/21)
[SETCOOP] 2020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0월 설립지원교육
[한국자활복지개발원]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사람과세상
[COOP] (사회적)협동조합 해산간주제 시행 안내_카드뉴스
함께일하는재단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30을 위한 실생활 주거선택 팁(~10/20)
[KT-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11/15)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2020년 「경력단절예방ᆞ극복 우수사례」 공모
「2020년 사회적경제 그리고 가치거래 활성화 사업(온라인판매자)」 참여기업 및 참여멘토 모집(재연장_2차) 공고
경기도기술학교 2020학년 하반기 단기과정 입교시 안내사항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차 신규입점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홍보책자 수록 희망기업 모집_서식수정
[교육생모집] 비대면 3C 코딩강사양성과정
[합격자 공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2차) 면접심사 합격자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공고] 2020 마을자치실천대학 퍼실리테이션 온라인과정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축제한마당 2020 더불어숲을 이루자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서울시 예산학교"
서울산업진흥원
개발자 데뷔코스 싹(SSAC), SW교육생 모집(2020.10.23)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지원 3차 기업 모집(2020.11.04)
싹(SSAC) 영등포캠퍼스 SW교육 파트너 추가모집 공고(2020.10.16)
제4회 1인 크리에이터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모집(2020.10.19)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 공고
하반기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2020.11.13까..
SPP파트너스데이: 온라인 투자 상담회 개최
제3회 SPP파트너스데이:게임 웨비나 개최 (비대면 화상)
11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11.15)
서울일자리포털

10월 22일 [온라인] 청년(2030) 면접특강 및 모의면접
[10월 20일~21일] 4060 중장년 온라인 취업심화교육(유튜브 라이브 방송)
미래JOB학교_ 방역청소전문가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5기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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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자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하반기 KOICA 인턴 모집 (장애인 대상)
서울우먼업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2020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온라인 무역기반 글로벌셀러 창업과정 2기 진행(9.7~10.29)
(주)씨유박스 크라우드 소싱 여성인력 모집 공고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월 수영교실 안내
북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분기(1~3월) 신규강의 제안서 접수 안내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3분기 교육 재개 안내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10월 자유수영 시범운영 안내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0년 3분기 교육 재개 안내
북부여성발전센터:[경축] 2020년 서울시 운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S'등급) 선정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x롯데백화점 유망 트렌드 프로젝트 초청전시 (~10.31.)
11월 서울무용센터 정기대관 심사결과 안내
[2020년 PLAY-UP 아카데미]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가이드 (강사 강내영) 변경 일정
서울연구원
조사항목 조정·현장조사방식으로 전환 포함 서울시 ‘버스서비스 만족도조사’ 개선 필요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NOW｜ABOUT] CSES/SPC 소개2020.10.13
[풀문] 나는 측정한다 고로 존재한다 (feat.사회적 가치 측정방법)2020.10.15
제주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비대면)찾아가는 배움터' 추가모집에 따른 선...
서울NPO지원센터
[(사)환경교육센터] 반려로운 탐구생활 - 반려생활에 관한 본격 수다모임(7/9, 7/23, 8/6, 8/20, 9/24, 10/22)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 재무상담 참여자 모잡(~10.30, 선착순 마감)
[산업정책연구원] 제7회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_CSV포터상 공고 (10/30)
[꽃다운친구들] 쉼이 있는 청소년 갭이어, 6기 모집 설명회 개최(10/17, 24, 29)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20 비대면 여성인권후원의날 여전은 지금도(~10/18)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서비스 공백해소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10/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먼저 떠나는 평양여행~ 평양여행학교 1기 입학생 모집! (9/21~10/18)
[나눔과나눔]행복한 삶·행복한 마무리 웰다잉 특강(~10/28)
동대문구 청년 의견 수렴 프로젝트 “동대문구 청년, 일상에 참견”
사회적자원연계 청년풀 공동협력사업 <청년, 시-시-시작>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례관리의 철학과 실천의 힘 (10/22.목)
[서울특별시청년허브]<청년, 시-시-시작>워크숍 참가자 모집(~10/21)
[와이즈서클] 신뢰 그리고 협력 (10/19부터)
청년정책 기획자 양성과정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현장체험교육 안내드립니다.
[(주)한국사회혁신금융] SIB(사회성과보상사업) 협력의 성장을 열다 참여자 모집(~11/2)
[비영리IT지원센터] 구해줘! 툴즈 - 소셜섹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10/21)
[한국모금가협회]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모금역량강화교육(10/21~22)
[참여연대_아카데미] 시민칼럼니스트 되기 - 사적인 이야기의 반란(10/1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프로젝트 운영 공간 대관 공고 (~10/19)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15기 참가단체 모집(~11.08)
NPO 운영전문가과정 "아! NPO운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전국귀농운동본부]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위한 생태귀농학교(추가모집~10/18)
[이투데이미디어] 2020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필름모집공고 (~10/23 18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웹 컨퍼런스 '코로나 시대 사회적 돌봄의 위기와 여성 노동' 개최(10월 20월)
[(가)강서시민사회네트워크 강서동행] 2020 강서동행 컨퍼런스 (2020.10.12.~11.20)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20기 자원봉사관리자교육 및 컨설팅(~10/25)
[전쟁없는세상]2020평화캠프(10/24, 31)
[어린이어깨동무]'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10/27 화)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생태문명,철학부터 정책까지(10/23)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2020 전국 마을중간지원조직 홍보담당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마감)
소셜 취업 플러스 프로젝트 - 취업 스킬 튜토리얼 10월 교육

일자리/채용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차 직원채용 공고(~10.21)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10.21.)
서울시50+패밀리
[도심권][채용]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동작]직원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안내[회계사무원]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373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765/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458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29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31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30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30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29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29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327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2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5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37
https://www.si.re.kr/node/63914
https://www.cses.re.kr/multimedia/contentsView.do?boardSeq=549
https://www.cses.re.kr/multimedia/contentsView.do?boardSeq=550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20&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5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5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4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4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5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7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7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7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62&qstr2=
http://sehub.net/archives/205895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75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9731095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9722422


[안내]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채용 공고(~10/22)
경기마을공동체
제9차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 및 계약직(대체인력)직원 채용공고
신나는조합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10.20)
서울마을공동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직원채용공고(10.12. ~ 10.21.)
동작구마을자치센터 동자치지원관 채용 공고
동작구마을자치센터 자치지원관(경력) 채용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SBA 시설서비스직 채용공고
Koica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사업 입찰 컨설팅 전문가 공모
KOICA 사업전략기획실 자료조사 및 분석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보조원 모집
UNICEF 수단 난민의 식수위생(WASH) 개선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모집
(수정)2020년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 일반직․사회형평적 채용 공고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 2차 공무직 채용 공고
탄자니아 여성 청소년 STEM 교육 지원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가나 2020년 신규사업(여성청소년 교육)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국민소통센터, 사업전략기획팀, 재무회계실, 홍보실)
사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사실, 글로벌장학사업팀, 글로벌인재활동지원팀)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경기도 문화시설 운영 보조인력 참여자 추가선발 공고(안)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사무처 직원(인권교육 담당자) 채용공고 (~10/25)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경력직 채용 (10월21일)

행사/캠페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최초 개최(10.19~10.23)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카드뉴스] '페이스북 팔로우 이벤트' / 사회적경제 소식 팔로팔로미~♥(~10/21)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 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탈탄소 사회로의 전환(10.27. 14:00 온라인 생중계)
서울시50+패밀리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전남 귀어 사이버 엑스포(~10.23)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10.29~11.4)
[남부][50+더하기포럼] 슬기로운50+의 디지털플랫폼 라이프
[남부]북적북적 캠페인 <이병률 원 북 콘서트> 구로책축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보세요!
Koica
코이카 이노포트 제 2회 브릿징 페스티벌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제5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전환기, 예술지원의 위기진단과 해법모색> 온라인 포럼 안내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 2020 문학캠페인, TBS 라디오로 문학작품 전한다(10.5.~12.11.)
[행사안내]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중간 공유 포럼 <서교, 오늘 : 중간 조직이 사라진 문화예술 거버넌스 미리보기>
경기문화재단
경기만 소금길 대장정 응원 이벤트! 《나에게 소금길은 oo이다!》
서울연구원
[2020 서울 새활용 시민 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30 서울 새활용 비전
서울NPO지원센터
[피스모모] /온라인 집담회/ 이주민의 시선으로 본 평화 이야기 (10/27)
[지리산이음] 2020 지리산포럼 - 로컬라이프 (10/17~24)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소통하는 리더십 워크숍(10/17~)
[자전거문화살롱] '작은 기술로 만드는 큰 놀이터' 프리뷰행사 초대 (10/30, 15:00)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X슬릭] 'WithU송' 함께 즐기는 영상 참여 이벤트 2탄 (~10/16)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X슬릭] 'WithU송' 함께 즐기는 영상 참여 이벤트 1탄 (~10/16)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기획 프로그램 <퍼포먼스 포 프라이스: 클린룸>, <새-시대 비평 클럽> 연이어 개막(5.15.~10.25.)
[신당창작아케이드]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함께 전시 <예술해독제> 개최(~10.31.)

http://sewith.or.kr/community/notice?uid=893&mod=document
http://ggmaeul.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693&bbsId=Hire_main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20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5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6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6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14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58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69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67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63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63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73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73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76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766/artclView.do
http://www.ggcf.kr/archives/1289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9
http://sehub.net/archives/2058900
https://gsec.or.kr/forum/view/64655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253&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70944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709400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9704765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970000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3758/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40&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44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49
http://www.ggcf.kr/archives/129012
https://www.si.re.kr/node/639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1929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916


[융합예술TF팀] 예술과 기술이 만난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 엑스(Unfold X)> 개최(10.10.~10.20.)
[시민청] 슬기로운 문화생활! 시민청 활력콘서트가 찾아옵니다(10.16.~)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왕서개 이야기> 개막
서울뉴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SICAF2020)
문화예술인 12명에게 `제69회 서울시 문화상` 수여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응원!
서울대공원, `세계 동물의 날` 기념 다양한 행동풍부화 영상 공개
서울시,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등록 16~30일 집중 추진
코로나 시대, 내가 달라졌어요! 어린이 집콕 생활 ``친구 못 만나서 싫어요``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자 명단
서울도시농부 성공비결, 생중계로 공유…온라인 네트워킹 데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도슨트프로그램 참여시민 모집
슬기로운 문화생활! 시민청 활력콘서트가 안방으로 찾아온다
관악산·북한산 신선한 공기 도심으로…서울시 `바람길 숲` 첫 조성
랜선「놀라운 토요일 서울EXPO」개최 계획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치매어르신 치유농업 프로그램 14일부터 시작
서울시, 시·청각 장애인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전문가 양성… 1기 21명 수료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에서 국내외 예술가의 향연 `2020 글로벌 위크` 개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에 4만5천주 가을장미… 거리두기 지키며 만나세요
지점별 환경소음 현황
한강공원에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지친 시민 응원!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그램 안내
경기뉴스
[시장쇼핑각] 경기도 전통시장이 달라졌어요!2019년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탈바꿈한 수원 조원시장 ‧ 성남 단대전통시
장 편
파텍필립 시계, 샤넬 가방, 다이아 반지…‘알짜’ 낙찰에 도전해볼까경기도, 19~21일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명품가방 73점,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
이제는 세계로! 오파츠의 ‘프로스토리’, 제13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최종 우승
“면접수당 지급으로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겨요”
‘제4회 판교자율 주행모빌리티쇼’ 15일 개막
경기도민만 누릴 수 있는 ‘3대 무상복지’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까지 꼭 챙기세요
새벽 2시 생활고 호소하던 민원인에게 따뜻한 손길 전한 새내기 공무원 사연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
라이프인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환영
[개발사경] 국제협력-사회적경제의 '통역'을 맡겠습니다
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 출범…"도시재생기업으로 성장 기대"
중기부, 사회적 가치 확산 막는 핵심규제 59건 개선
미래혁신학교, 29일부터 사회적경제 기본 강의 시작…수강료는 사경 현장에 기부
"똑!똑!똑! 공정무역도시 광명시입니다"...17일 공정무역 행사 개최
협동조합 운동의 향후 10년,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
캠코, 부산지역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10개 기업 지원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공모
장인과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콜라보 '브릿지 쇼퍼백'
도시재생 프로젝트 '페이지명동', '영업 전 프로젝트: 페이지 공백기' 축제 개최
㈜한국사회혁신금융, SIB(사회성과보상사업) 인식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및 아카데미 개최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上) : 두만강지역개발의 꿈
성동구, 16일부터 '서울숲 소셜벤처 EXPO' 온·오프라인 개최
함께일하는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친환경 소셜벤처 신중년 인턴십 모집
행복한 산촌을 그려가는 산림 예술가, 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이로운넷
포천시 '도시재생뉴딜 우수지자체장상' 수상
“공익활동 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DGI 2020 결과 발표회 개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청소년 양성평등 인식 웹드라마로 개선해요"
프랑스, 야간 통행 금지 선포…‘유럽 2차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
비즐리 WFP 사무총장, “기아 제로를 목표로 최선 다할 것” 다짐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 공모
지역 유적지에서 즐기는 방탈출...“게임하려고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플라스틱에서 금을 캐낸다?’…플라스틱 뱅크가 만드는 ‘소셜 플라스틱 경제’
'사회적 가치 실현 도시 춘천'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수원지역 돌봄 공백 해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모였다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념 ‘공정무역 행사’ 개최
행복나눔재단-수원교육지원청, 시각장애 아동에 점자 교육 제공
사회혁신기업 더함, 코로나19 극복 위한 ‘페이지 공백기’ 참여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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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주도 사업모델 발굴할 ‘도시재생기업’ 공모
함께일하는재단, 양천구 가방 소공인 자립 및 판로 개척 지원
SIB '해봄프로젝트' 성공 요인은 무엇?
"주민총회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요"
대전·충청 5개 공공기관, ‘일자리 아이디어톤’ 참가자 공모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연구 중단
[공감 인터뷰] “총각엄마 TV로 놀러 오세요.”
청춘너나들이, 대전 보호 종료 청년 인식개선 앞장서
시각장애인의 날, SNS '흑백 손가락 하트' 이벤트 참여하자!
"기사 요약하면 1500원"...테스트웍스, 현금지급 문서 요약 행사 개최
에이유디-장교조, 청각장애 교원 권익 증진 나서
지역의 비대면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효과 좋네’
마르코로호, 박막례 유튜버 생활소품 지원
세종충남대학병원-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 맞손
코이카, 개발도상국 23개국에 ‘한국형 워크스루 진단 부스’ 지원
손흥민·송은이·김초엽 홍보대사 나선 ‘서울국제도서전’ 16일 개막
우동사, “주거부터 일까지, 무엇이든 함께하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대전혁신센터, 지역내 소셜벤처 대상 'IR 스토리텔링 전략 과정' 개최
윈스,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아동 지원 나선다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발목 잡던 규제 풀고, 지원 늘린다
코이카, 소셜벤처 개도국 진출 위한 법제 교육 지원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창업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2020-10-22]
2차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진단ᆞ기획) 시행계획 공고[~2020-10-23]
공정ᆞ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10-26]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2020-10-16]
2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ᆞ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2020-10-22]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Start-Up 육성 프로그램 모집 공고(도로공사-협력재단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2020-11-06]
한국남동발전 KOEN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모집 공고(남동발전-협력재단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2020-10-30]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11-09]
기술보증기금 2020년 하반기 2차 기술신탁 대상기업 공모[~2020-10-1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시행계획 공고[~2020-11-03]
2차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모집 공고[~2020-10-21]
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0-10-31]
한-독 융복합 기술교류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0-21]
스타벅스코리아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 창ᆞ취업 프로그램 2차 교육생 모집 공고(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2020-10-23]
2021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0-11-06]
고용노동부
4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2020-10-30]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한-싱가포르 글로벌스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0-10-30]
2021년 한-독일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0-10-30]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생활용품, 뷰티, 패션 분야 참여기업 공모[~2020-10-28]
2차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0-20]
3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2020-10-29]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술기반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0-23]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2020-10-30]
광융합산업분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재공고(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경쟁력강화지원사업)
[~2020-10-27]
광융합산업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2020-10-16]
3차 에너지 중소ᆞ벤처기업 투자 설명회(IR) 참가모집 공고[~2020-10-16]
2021년 한-독 산학연 협력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한-독 2+2 프로그램) 공고[~2020-11-30]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기술지원 공고[~2020-11-06]
Un-tact 수출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 로봇기업 모집 공고[~2020-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연장 공고[~2020-10-30]
중소기업 해외 홍보영상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0-16]
K-솔루션 페어@SFF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21]
제5회 이동통신사 대상 언택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16]
2차 3D프린팅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3D프린팅 활용 및 인식 확산 지원사업)[~2020-10-21]
1차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신흥국) 지원사업 유망기업 모집 공고[~2020-10-21]
5G MEC 기반 콘텐츠 컨설팅 및 수요기술지원 공고[~2020-10-22]
연구개발특구ᆞ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전시회(POLLUTEC 2020)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0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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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해외마켓(ATF)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20]
온ᆞ한류축제 온라인 수출상담회 (콘텐츠)참가사 모집 공고[~2020-10-16]
2차 콘텐츠분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26]
한국관광공사-텀블벅 공동 크라우드펀딩 관광상품개발 2차 특별 기획전 참여 기업 모집 공고[~2020-10-18]
환경부
3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0-11-09]
국토교통부
2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0-10-28]
해양수산부
3차 수산물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0-10-30]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연계 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0-16]
수산식품 온라인 빅바이어관 상담회 모집 공고[~2020-10-16]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공고[~2020-10-27]
4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0-10-21]
한-러시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비대면)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0-10-16]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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