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85호 (11.03)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

미래지향적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으로 신중년이 미래를 준비하
도록 돕는 안내서. 신중년이 자신의 욕구와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현실과의 거리 차이를 줄이는데 중점을...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패션소비 포럼

코로나19로 달라진 삶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
구환경을 위한 착한 패션소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
는 ...(포럼 11.4 16:00~18:00)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소셜챌린지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11.12)
[KOTRA] 에듀테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태국 진출 지원사업 참가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11.6.]「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2% 부족할 때'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 안내
[한국수목원관리원] 2020 사회적 가치·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 태국진출 지원사업(KOTRA) 참가기업 모집 (~11/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가(임직원) 선정/지원사업 공고(모집기간 연장)

서울시50+패밀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11.6)
[문화재청] 온-아리랑 별곡 영상공모전(~12.1)
함께일하는재단
[KT-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11/15)
함께일하는재단,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IT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제2차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020.11.13)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기관 2차 모집공고(2020.11.04..
Koica
KOICA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2021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공모 실시 안내
(재공고) 제2회 ODA사업평가 제도 개선 연구 공모
KOCIA 통계조회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및 활용 사례 공모새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
[공모] 2020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스페이스 랩: 아직] 프로젝트 2차 공개모집(~11.04)
[공모]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https://gcrcenter.github.io
https://50plus.or.kr/detail.do?id=9882199
https://50plus.or.kr/detail.do?id=9882199
https://50plus.or.kr/scc/detail.do?id=9872526
https://50plus.or.kr/scc/detail.do?id=9872526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112&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28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gsec.or.kr/forum/view/66714
https://gsec.or.kr/forum/view/67718
https://gsec.or.kr/forum/view/67550
http://bsec.or.kr/board_VfTS43/14283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7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1537
http://hamkke.org/archives/40957
https://hamkkeorg.blog.me/222122314789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93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1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4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66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70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82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3975/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66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8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37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부지내 도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광주복지재단
[접수중]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참여기관 모집(~11.6.)
서울NPO지원센터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2020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 (~11/13)
[한살림재단] 2020년 12월 ‘생명밥차’ 지원사업 안내(~11/8)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에이컴퍼니] 2020 브리즈 아트페어 개최(11.6~8)
[ CGSI ]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2020 #6 (11/5)
[시흥시]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10.30~11.13)
[안내]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데이 및 사회적경제 강사DB...
[공지]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발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차 신규 입점 선정 결과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및 사회적경제 강사DB 구축 안내
[사람과세상] 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의 이해 11월 정기 온라인 교육 안내
[카드뉴스] 세상을 바꾸는 기업 '끌림', '빅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더담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특별전(9.9~11.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우수창업팀 크라우드펀딩 특별기획전(~11.9.)
[2021년 상반기「IBK창공(創⼯)」혁신 창업기업 모집 공고(~11.5)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온라인 사회적기업가 Nano-Degree 교육생 모집(~11/6(금))
2021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11/20)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회적경제 온라인박람…
제 2회 대구경북 소셜벤처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톡 ON(溫)라인 소셜벤처 CEO 3인3색 토크콘서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창업스쿨 수강생 모집 안내
대전사회적경제
온라인마을컨퍼런스 < With 코로나 시대, 마을활동 안녕하십니까? > 후속모임 - 생각의 전환 신청 안내 (~11/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송정역 사회적경제마켓 참여기업 모집 공고( ~ 11. 06.)
광주사회적경제기업 한국도로공사 온라인 구매상담회 참여 업체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패션주얼리 창업스쿨(~11.4)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모집(~11.15)
[남부][50+디지털 창작소] 50+메이커스랩 활용법
[남부]<따라하고 싶은, 50플러스 50플렉스(FLEX)> 영상 ⼤공개!
[노원][노원50+센터] 보이스투맨 1기 교육을 마치며
[동작]11월~12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모집안내
[서대문]2020 서대문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_11월호
[성북]지역사회 세대융합 창업축제 '2050 창업페어'
[금천][공지사항] 금천50플러스센터 인큐베이팅룸 ‘서로이음’ 최종 선정 단체 발표
[행복에프앤씨재단] 2021 노노스쿨 수강생 모집(~12.18)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안내]중소벤처기업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자기부담금 등 지원 안내
[모집]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주간 기념행사 참여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신나는조합
★2020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11/16 마감)
동대문구 청년 의견 수렴 프로젝트 “동대문구 청년, 일상에 참견” (~11/8)
경기도일자리재단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11.6.)
20학년도 11,12월 재직자 및 주민교육 일정안내
수고했어! 청춘 취업 토크콘서트
[합격자공지] 비대면3C코딩강사양성과정
서울마을공동체
[2호. 10월]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뉴스레터 놀이터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10호 뉴스레터 "활짝"

https://www.ggcf.kr/archives/129843
https://www.gjwf.kr/web/Board/5094/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34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14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12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22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32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30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gsec.or.kr/forum/view/67763
https://gsec.or.kr/forum/view/67719
https://gsec.or.kr/forum/view/67552
https://gsec.or.kr/forum/view/67761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114&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256&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90&m3=&board_mode=view&board_no=6266&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bsec.or.kr/board_VfTS43/14104
http://bsec.or.kr/board_VfTS43/14277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13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12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65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64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49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2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3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14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9972112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992783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9972565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9911281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9966591
https://www.50plus.or.kr/sbc/detail.do?id=9929560
https://www.50plus.or.kr/gch/detail.do?id=991705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0944
http://sewith.or.kr/community/notice?uid=900&mod=document
http://sewith.or.kr/community/notice?uid=899&mod=document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31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28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1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3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3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2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7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69


서울산업진흥원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지원 3차 기업 모집(2020.11.04)
하반기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2020.11.13까..
11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11.15)
서울 기업 대상 전자계약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안내(11.16)
제4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참가기업 모집(2020.11.24)
1인 미디어 대전 (KCF - Korea Creator Festa) 개최 안내(1..
LAZADA 서울메이드브랜드몰 입점 참가기업 모집(2020.11.16)
2021년 하이서울기업인증 1차 평가결과 안내
2021년 온라인 수출플랫폼 트레이드 온(TRADE ON) 회원기업 모집(2020.11.1..
11월 1~2주차 서울메이드 스테이지 비즈니스 고도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20..
고용환경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가기업 모집(2020.11.18)
서울일자리포털
미래JOB학교_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6기
희망JOB학교 _ 재취업준비교육 5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0 반려동물 맞춤형 일자리박람회 개최
중부여성발전센터:[공고]118기(2021년 1분기) 신규강사 공개 모집
중부여성발전센터:★재직자의 밤-수고했어 파티(2020. 11. 25. 19시)에 초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 <변화의 출발점,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안내(~11. 30.)
경기문화재단
2021년 경기문화센터 정기대관 신청안내 공고
《다람쥐 주민센터》 참여 신청 안내
DMZ 155마일 걷기 TV프로그램, <여기태그> 방영 안내
경기예술인 상담in 2차 특별상담(예술활동증명·예술법률) 안내
온라인 오디션 프로젝트 “DDC 두드림스타”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미션비전 이해와 실제' 교육 안내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울산60+교육센터> 정리수납양성과정(2기)
서울NPO지원센터
[지속가능경영재단] 2020년 사회적경제 열린학습 "코로나 Jump Up!" 참여자 모집(~11/4)
[한국모금가협회]<온ON: Tact 택트 패키지> 2020 하반기 모금실무코칭강좌 수강생 모집(~11/13)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15기 참가단체 모집(~11.08)
제15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단체 지원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시민교육 기획자과정 워크샵(11/13~14)
[청년연대은행토닥] 대안경제교육 : 신박한 자본 이야기(10/21~11/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소책자 신청 안내(무료),(~11/8)
[비영리IT지원센터] 2020 은평구 공익단체를 위한 <나눔IT> 지원 (~11/4)
[꽃다운친구들]청소년 갭이어 6기 모집(~11/14)
[세모람]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온라인 책 읽기 활동(~11/15)
[사단법인 시민] 올해가 가기 전에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들 (1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입주단체 모집(~11/6)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정책연구]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대한 공익활동가 인식 설문조사(11/2~9)
[활력향연] 2020 활력향연 연구 공유회 <활력향연 주간 : 활동이 연구가 될 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시민교육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건강한 디지털 시민” 안내(~11/10)
[카라동물영화제] 10/29-11/4 온라인 영화제로 진행됩니다!
[슬로워크] 오렌지라이브 강연 2회 ‘코로나19 시대의 (홈)오피스 꾸미기’ 개최 (11/4 (수))
[숲과나눔] 2021 숲과나눔 장학생 및 연구자(ngo 활동가 지원가능) / ~11.22)
[환경정의] '코로나 시대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설문 참여 요청(~11/14)
[세모람]어린이 온라인 책 읽기 활동(~11/15)

일자리/채용

서울마을공동체
송파구마을자치지원센타 직원채용 선정공고
[채용]양천구주민자치사업단 신규 동자치지원관 채용공고
Koica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재공고)에콰도르 국가 유전자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몽골 중고등학교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제공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9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3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0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5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4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8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8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8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4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29
https://www.ggcf.kr/archives/129604
https://www.ggcf.kr/archives/129803
https://www.ggcf.kr/archives/129680
https://www.ggcf.kr/archives/129590
https://www.ggcf.kr/archives/129598
https://www.gjwf.kr/web/Board/5312/detailView.do
http://www.usnoinjob.org/news_01.html?query=view&table=LimBo&botype=LIS_B01_01&page_num=10&bid=28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7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5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8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7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7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7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7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7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86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3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12/artclView.do


미얀마 양곤 외곽순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고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 공모
KOICA 기간제근로자 모집 (ODA연구정보센터 전문직)
코트디부아르 국립직업기술교육원 TVET 교사 역량 강화사업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코트디부아르 북부 3개주 젠더기반 포용적 중등교육 사업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년 제6차 직원(기간제) 채용 최종결과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IFCJ] 사무간사 채용(10/28~11/18)
[더 브릿지] 웹 개발자 채용 공고 (~모집시)
[아주복지재단] 경력직 채용(11/2~11/17)
[언론인권센터] (사)언론인권센터 경력직 채용 공고(~11.06)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안내(11.11., 온라인...
[공지] 주거기반 정책연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11.4.(수...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포럼]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11/06)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서와! 사회적경제는 처음이지? 행사 안내 (11/7)
서울시50+패밀리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10.29~11.4)
[서울시NPO지원센터] 수다회 '동네에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11.11)
[서울특별시, 한국 IBM] 디지털 뉴딜과 뉴칼라 인재 포럼(~11.4)
[민주주의서울 시민제안발굴워크샵] 비대면의 시대, 공존하는 디지털(~11.10)
[중부][50+커뮤니티] ON스테이지
예술경영지원센터
제6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예술교육의 미래> 온라인 포럼 안내
서울문화재단
[행사안내] 미디어 여민락 동궐(MEDIA 與民樂 東闕)
서울연구원
[2020 서울 새활용 시민 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30 서울 새활용 비전
서울NPO지원센터
[민주주의 서울] 비대면의 시대 : 디지털 소외계층과 공존하는 방법. 시민 제안 워크숍 (11/3화)
[참여연대아카데미] 온라인마음워크숍 -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당신에게(11/5 무료)
[숲과나눔] 제2회 환경학술포럼에 초대합니다(11/17)
비영리 이사 핸드북 출판 이벤트 안내 (~11/17)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실천가에게 힘이되는 철학워크숍(11/19.목)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청년이 그려나가는 농촌의 미래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시민의 문화 권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경계를 허무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개최(10.16.~11.4.)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A 기획전시 <동심원(圓)> 개최(10.16.~11.4.)
[용산예술교육센터]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개최(11.5.~11.6.)
서울뉴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 안내(10.29~11.4)
서울시, 독립출판 제작자-동네책방 함께‘온라인 독립출판 북 페어’
[영상] 2020 도시전환랩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서울시, 나 혼자 걷는 한강 12개 코스 `모바일 길 안내 시스템` 개발
서울시, 가을빛 절정 `남산둘레길 축제` 올해는 영상으로 만나요!
시민감사청구 이제 온라인으로…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홈피 오픈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작품 시민선호도 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퀴즈 이벤트
[한옥지원센터] 웹진으로 만나는 한옥생활교실 1화
서울캠퍼스타운, 21년에 기업 입주공간 700개로 확대, 2천명 창업활동 기회 제공
겨울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
「2020 서울금융위크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안내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2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7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8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7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76/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52&txtKeyword=&ddlKeyfield=T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9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22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34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gsec.or.kr/forum/view/67187
http://bsec.or.kr/board_VfTS43/1446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70940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2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146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117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22226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5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30
https://www.si.re.kr/node/640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4
http://arte365.kr?p=83008
http://arte365.kr?p=83010
http://arte365.kr?p=83023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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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세계적 수준의 빛 축제 ‘서울라이트’ 10월 온라인 전시 오픈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보내준 교육 꾸러미` 200곳에 배포
서울시, 한강변 나무와 꽃을 위한 월동준비 시작!
청계천 밝히던 등불, 올해는 4개 관광특구에서 `희망의 빛초롱`으로 안전하게 만나요
11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경기뉴스
[시장쇼핑각] 여기가 ‘경기도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통해 관광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는 양
평 양수리전통시장 편
[카드뉴스]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염물질 차단 위해 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 이상 착용하세요!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통합청사에 새 둥지
“피해자의 ‘잊힐 권리’, 경기도가 보장합니다”…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Q&A;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1일부터 방문조사 시작
9월 산업활동동향
라이프인
놀담, 취약계층 아이들 위한 '함께돌봄 국민펀딩' 캠페인 진행
부산시,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오픈
함께일하는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여행 - 같이가요, 대한민국' 공모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으면
씨앗재단, 홍수피해 생산지 복구 지원에 3억원 전달
[사회적금융의 상상⑤]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과 협동금융
이로운넷
위스테이는 ‘사회주택’…부동산 문제 실마리 역할 기대
함께일하는재단, 인천공항과 차별없는 여행문화 확산나서
소설벤처 블룸워크, 장애 인식개선 유튜브 공모전 우수상
충청권 첫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아산시에 개소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SE현장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담론
AFN, ‘단백콩바’ 해피빈 펀딩 출시
“운영 어려운 유기견보호소? 애견카페 같은 유기견보육원으로 해결한다”
“심리상담, 실업률 지표 넘어 상처 받은 ‘마음' 보는 일”
“지역 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드릴 반찬 만들어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공구매 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 개발'
SK, 한국 최초 ‘RE100’ 가입…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조달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미디어협동조합 ‘찰나’
[이로운 BOOK촌] 넷플릭스 CEO가 말하는 성공 비결 ‘규칙 없음’
북서울신협·크레파스솔루션, 불안정고용노동자 긴급소액대출 길 넓힌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전년 대비 매출액 30.1% 증가
광주 반려동물의 벗 ‘더펫하우스협동조합’
[사경어록] "문명의 대전환기,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변화...경기도서 시작

“따뜻한 사회적경제도 냉정한 이론 필요…대학교육이 나설 때”
[사회적경제 뉴스룸] “사경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추가 발의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먹거리로 고민하는 남북평화
‘돌봄노동자 처우↑+품질↑’…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면?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Start-Up 육성 프로그램 모집 공고(도로공사-협력재단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2020-11-06]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11-09]
2021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0-11-06]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0-11-06]
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2020-11-13]
3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 공고[~2020-11-16]
6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06]
5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0-11-13]
수탁ᆞ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2020-11-20]
창업ᆞ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2021-10-29]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2020-11-16]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ᆞ방역기기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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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기술지원 공고[~2020-11-06]
Un-tact 수출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 로봇기업 모집 공고[~2020-11-13]
2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R&D;) 지원계획 공고[~2020-11-17]
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0-11-17]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ᆞ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1-18]
5차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2020-11-18]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0-12-23]
2차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0-11-03]
헬스케어 VRᆞAR 제품 임상시험 지원 사업 공고[~2020-11-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2020-11-13]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기술지원 공고[~2020-11-19]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공고[~2020-11-19]
3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1-27]
3차 K-왕홍 패키지 사업 참가기업(화장품ᆞ소비재 등) 모집 공고[~2020-11-09]
홍콩 추계 소싱 완구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06]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베트남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0]
2차 추경지원 연기전시회 선정계획 공고(전시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코로나19)[~2020-11-06]
연구장비 활용 애로기술 지원사업 (로봇)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07]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2020-1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벨트 기능지구 해외 온라인 오픈마켓(알리바바, 아마존US, 쇼피) 입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3]
강소연구개발특구(소재부품장비ᆞICT)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컨텐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20]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AI 공모전 참가 모집 공고[~2020-11-04]
연구개발특구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뷰티ᆞ홈앤리빙ᆞ가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09]
2차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11-25]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코리아그랜드세일(쇼핑ᆞ숙박ᆞ항공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5]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운영자금 추가신청 접수 안내[~2020-11-06]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2020-11-20]
환경부
3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0-11-09]
4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모집 공고[~2020-11-19]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모집 공고[~2020-11-09]
100대 중소건설 혁신 선도기업 선정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1-15]
해양수산부
4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020-11-1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통합ᆞ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0-11-13]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사업 현장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3]
식품의약품안전처
7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19]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26]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26]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27]
방위사업청
1차 방산수출초보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인증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20]
4차 방산 중소ᆞ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2020-11-30]
산림청
임산물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참가 업체 모집 공고[~2020-11-04]
특허청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0-11-05]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대응전략사업을 기 지원받은 소부장 기업 대상)[~2020-11-20]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보고서지원) 계획 공고[~2020-11-06]
국방부
1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2020-11-05]
2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2020-11-23]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 이순신방위산업전 연계 화상 수출상담회)[~2020-11-04]
3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2020-11-27]
조달청
4분기 물산업 벤처ᆞ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2020-11-11]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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