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89호 (11.17)

2020 소셜 브릿지 데이(온라인,11/19)

공공 민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가는 사회적경제-기업
CSR 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 파트너십에 관
심... (유투브 라이브,신청은 ~11/18)

 

지역상생 및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ON通장터

착한 소비로 농가도 돕고, 신선하고 안전한 제철식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통하는 ON通장터를 소개합니다...
(농업인의 날 ~ 11/30)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i-SENS]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11.24)
[한국수력원자력]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Boost up Your E...
[공고] 2020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제1회 사회혁신기업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실 임대상가 활용한 CRC(지역재생기업) 공모(...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2020년 판로지원 희망기업 상시모집 공고(~11.30)
[안내] 2021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공고(~11.20)
[안내] 마을기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연구 결과보고 간담회(11.19)
[공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20년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 사업」 공모(~11.20)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11.20)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한국사회투자] 2020년 하반기 한국사회투자 임팩트금융(융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장모집 안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가 선정/지원 사업 모집기간 추가연장 공고(~11월 20일)
서울시50+패밀리
[문화재청] 온-아리랑 별곡 영상공모전(~12.1)
함께일하는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Value)여행 지원사업 참가팀 모집 공고(~11/20)
[서류심사결과] 한국공항공사 ‘해외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서류심사 결과
서울산업진흥원
(SBA with Partners)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본선심사 결과발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공고
서울우먼업
북부여성발전센터:[발표] 2020년 북부마이크로크레딧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 선정기업 발표
서울문화재단
2021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정기 공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지역기획단 프로젝트 공모 1차 선정결과 안내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 1978 디지털 스크린 제판기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https://gcrcenter.github.io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505&mode=view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1&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505&mode=view
https://50plus.or.kr/detail.do?id=10083089&fbclid=IwAR2P0Rupoxg-PX-4Mvi4TCi2kJBkMLaVdNCo8wg_A909QIhhCGB7_nCfNdQ
https://50plus.or.kr/detail.do?id=10083089&fbclid=IwAR2P0Rupoxg-PX-4Mvi4TCi2kJBkMLaVdNCo8wg_A909QIhhCGB7_nCfNdQ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9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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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8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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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490&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2&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sehub.net/archives/2055154
http://sehub.net/archives/2059717
http://sehub.net/archives/2060012
http://sehub.net/archives/2060145
http://sehub.net/archives/2060164
https://gsec.or.kr/forum/view/6895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1537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41053
http://hamkke.org/archives/4116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14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89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554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notice.do?bcIdx=116121&cbIdx=99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bcIdx=116124&cbIdx=992
https://www.ggcf.kr/archives/130356


광주복지재단
(공고)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심사 결과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지역 인권활동가 교통-숙식비 지원 프로젝트] 한달음
[카카오임팩트] 초기 사회혁신팀의 성장을 지원하는 Next Project 2020 참여팀 모집! (~11/30)
노량진 공시생 건강라이프 《공강Dream》생활지원 사업
공익단체인큐베이팅지원사업 (연속)
[도봉여성센터]성평등 콘텐츠 영상 공모전(~12/4)
[아름다운재단] 2020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12월 지원사업(~11/27)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안내] 다함께돌봄센터/산모신생아바우처&가사간병서비스 공공시장 진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분야 창업경진대회(~1...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1...
[(주)사회혁신금융] 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 방안 세미나(...
[사랑의열매] 모두 다 함께하는 랜선수다! 모두의 상상 '2020 모...
[소풍] 2020 Impact Earth Investors Day(1...
[소셜벤처허브] "2020 소셜벤처 Demoday " 온라인 개최(1...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년 동구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 ...
[일상창작예술센터] 기관 방문객을 위한 사회적기업 핸드메이드 선물 카...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사회적기업팀 경력직 실무자 모집 (~11...
[한살림펀딩] 2020년 경영지원 정규직 실무자 모집(~11/30,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서대문구 일상편의돌봄서비스 신청 안내(~11.30)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11.24.]「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종사자역량강화교육 필수교육 참여자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협약매장 입점지원」2차 신규 입점 제품 서류심사 결과공고
[11.19. 16:00까지] 「오프라인 판로지원」대형채널-대형마트 공감마켓정 2차 신규 입점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 모집계획 및 공고
[과천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과천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식 안내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안내
[카드뉴스]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BEST 상품기획전! (~11/27)
[카드뉴스]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지원 종사자역량강화 필수교육 신청자 모집 안내!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2020년 서울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경영 컨설팅 모집(~11.3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11/20)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경영역량 강화교육 『5회차 작은기업을 위한 작은 마케팅 클리닉』 (11/23~24)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11/30)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지원『굿~잡 직무능력 UP!-실전에서 바로 사용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교육(11/18)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 CEO경영안정지원교육 『MZ세대의 이해를 통한 스마트한 조직관리』 (11/26)
「2020 부산시 사회적경제 온라인박람회」 개최 안내(11.23~12.02)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내일을 ON택트 하다"_…
대전사회적경제
온라인마을컨퍼런스 < With 코로나 시대, 마을활동 안녕하십니까? > 후속모임 - 기술의 전환 신청 안내 (~11/18)
서울시50+패밀리
[농심] 테크업플러스 참가 스타트업 모집(~12.4)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11.20)
[서울먹거리창업센터] 9차 입주사 모집(~12.11)
경기마을공동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애칭 짓기”
신나는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역량 강화교육(모집기간 ~11.25)
[가온아이피엠]’건강에 필요한 주거환경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회만들기’ 컨퍼런스 안내 (11/21~22)
[재공고] 사회적경제 종사자 긴금자금 소액융자 2차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제4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참가기업 모집(2020.11.24)
고용환경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가기업 모집(2020.11.18)
11월 SBA 크포 스타터 스쿨 모집결과
SPP:Game 온라인 비즈매칭 참가기업 모집(2020.12.01)
하이서울기업인증 2차 평가 결과 안내
개발자 데뷔코스 싹(SSAC), 2기 SW교육생 모집(2020.12.13)

https://www.gjwf.kr/web/Board/5410/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73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9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5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08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48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7&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3&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10&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0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0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07&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0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notice_job.do?cmd=&search_word=&board_code=BO19&category_id=&seq_no=24451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notice_job.do?cmd=&search_word=&board_code=BO19&category_id=&seq_no=24451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2020-%EC%84%9C%EB%8C%80%EB%AC%B8%EA%B5%AC-%EC%9D%BC%EC%83%81%ED%8E%B8%EC%9D%98%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EC%95%88%EB%82%B411-30
https://gsec.or.kr/forum/view/68847
https://gsec.or.kr/forum/view/69370
https://gsec.or.kr/forum/view/69360
https://gsec.or.kr/forum/view/69357
https://gsec.or.kr/forum/view/68983
https://gsec.or.kr/forum/view/68929
https://gsec.or.kr/forum/view/69385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265&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bsec.or.kr/board_VfTS43/14277
http://bsec.or.kr/board_JkIH72/14475
http://bsec.or.kr/board_JkIH72/14501
http://bsec.or.kr/board_VfTS43/14513
http://bsec.or.kr/board_VfTS43/14510
http://bsec.or.kr/board_VfTS43/14534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19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50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00693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09464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093697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6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23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36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38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2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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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포털
희망JOB학교 _ 재취업준비교육 5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신중년 디지털 코치 양성과정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5060 장년 취업준비교육(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4060중장년 커리어 역경과 위기극복 프로그램(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청년(2030) 온라인 취업심화교육
내일행복학교_실버도슨트(오후반)
내일행복학교_실버도슨트(오전반)
시니어직업능력학교_취업설계교육 1기
Koica
COVID대응의(비대면) 지역균형 조달 컨설팅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재직자의 밤-수고했어 파티(2020. 11. 25. 19시)에 초대합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입주기업모집] 서울특별시 [여성창업플라자] 신규 입주기업 모집중(~11/20_18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12월 원데이클래스] 제제(Zeze)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모티콘 디지털 드로잉 연습하기(12.12)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예술치료제 Therapeutic agent (11.6~11.21)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안내(~11. 30.)
서울무용센터 안무렉쳐시리즈 9회차 참여 안내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12월 대관 운영 안내
서울연구원
서울시 주거상황 감안한 주택재고 관리정책 방향
서울시 대중교통시설교통약자 접근성 평가지표 개발: 도시철도와 역사 중심으로
3/4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사회적가치연구원
[2020 LCS] 11/19(목) CSES DB 콜로키움개최
[에쓰비] 에쓰비 상담소_IT솔루션 3편2020.11.16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제3회 찾아가는 에너지 해설사 운영
제주평생교육진흥원
12월 도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노량진 공시생《공강Dream》생활지원 (~11/30)
동대문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Innovation Station D 3차 참여자 모집
[도봉여성센터]'도봉구 여성리더십 교육' 교육생 모집(10/28~11/25)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조달교육
[숲과나눔] 2021 숲과나눔 장학생 및 연구자(ngo 활동가 지원가능) / ~11.22)
1인미디어 아카데미, 크리에이터 이연 작가 무료특강
[슬로워크] 오렌지라이브 강연 4회 ‘마음에 안부를 묻는 시간-코로나19 시대의 마음챙김’ 개최 (11/18 (수))
[서울디지털사회혁신센터] 디지털기술, 사회를 말하다 온라인 컨퍼런스 (11/25)
[한국방정환재단] 온라인 프로그램 - '길고양이가 쉬어가는 동네목공방' 랜선탐험 참가자 모집(~11/22)
[서울시/팬임팩트코리아]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 공유 온라인 포럼 개최(11/20)
지역 연계형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온라인 세미나
[슬로워크] 오렌지라이브 강연 5회 ‘레드닷도 인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설계와 관리법’ 개최 (11/25 (수))
[누구나스타트] 비영리조직은 스타트업처럼 애자일하게 일할 수 없을까? - 한살림 코칭 기반 성과관리 도입기 (~12/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멤버십' 모집(~11/28)
[컨선월드와이드] 2020 세계기아리포트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1/20)
[누구나스타트] 비영리단체 유튜브 구독자 1만명 달성기 -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례 (~11/24)
노동X인문학 기획강좌 시리즈 <<노동은 OO>> 1기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20 인사이드아웃 참여자 모집 (~11/20)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디베이트 서울 참가자(온라인) 모집(~11.30.)
NPO 상담소 <일반상담-운영(12월)> 접수 안내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2020 전국 마을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교육담당자 워크숍 참가자 모집 (~18일)
[동행-추가모집] 서울공익활동가 경제적안전망 사업(~11/24)
[서울하우징랩] 입주단체 모집(~11/20)
[서울환경연합] '플라스틱일기' 챌린지 도전자를 찾습니다! (~11/30)
[환경정의] 제19회 환경책큰잔치, 온라인으로 참여하세요(11/12~12/10)
박현서 아산현대병원장 "지방의료 문제와 공공의대"(12/10~12/11)
여행작가 환타 전명윤 " 홍콩 민주화 시위와 민주주의"(12/10~12/11)
하상응 서강대 교수 "미국,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미국정치"(12/10~12/11)
[강서청년참여기구] 강서피플, 함께 하실? (11/28)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신임 총리 스가와 일본정치"(12/10~12/11)
[서울노동권익센터] 일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11/25)
[어린이어깨동무] 동아시아 평화회의 '동아시아 평화, 시민과 마주보다'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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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호이] 호이 북살롱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사회의 평화와 연대'에 관한 이야기 (신청마감 11/20 오
전)
[강서청년참여기구] 집나간 동네친구를 찾습니다 (~11/21)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3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활용교육] 인공지능 소양교육-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부리며 살아가는 방법 안내
사회적경제조직 디지털 업무역량강화 교육

일자리/채용

서울시50+패밀리
[강서][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지역 라이프 코디네이터 참여자 추가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사람과세상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인력(조사원 분야) 8차 채용 모집 최종 합격자 안내
서울마을공동체
[채용공고]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공개채용(11/18까지..
[채용공고]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인력 채용공고
Koica
우간다 WHO사업 보건 전문가 공고
이집트 2022년 신규 후보사업(전자조달) 예비조사 전문가 공고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디지털혁신문화센터 건립사업 전문가 공모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 초급(5급) 전문가 모집
페루 2022년 신규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베트남 껀터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 연구 역량 배양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스리랑카 북부주 킬리노치지역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 전문가 공모
KOICA 정보화운영실 전문가 모집
라오스 공공행정 분야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개발 사업(UNDP) 예비조사 전문가 모
요르단 2022년 신규 후보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시민사회협력사업 번역 및 데이터활용 전문가(각 1인) 선발 공고
서울우먼업
북부여성발전센터:[강사채용] 2021년 1분기(111기) 강사 채용 공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교육 강사 모집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IFCJ] 사무간사 채용(10/28~11/18)
[(사)한국자원봉사문화] 기업사회공헌(CSR) 정규직 채용(~11/22)
[T&C;재단] 사업기획 및 실행 경력직 채용(~11/29)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활동지원매니저(팀원) 채용 (~11/20)
[국제앰네스티] 총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언론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공고(~11/30)
[강원도자연학습원]교육팀장채용공고: 도심을 떠나 자연속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지원하세요!(~11/19)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환경부]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캠페인 안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강원 사회적경제 종합포럼 (1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오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오산 청년 사회혁신 포럼 안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제 8차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 포럼 안내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디지털 전환 사회적경제의 변화전략 포럼』(~11.25.)
서울시50+패밀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셜&공유경제, 농식품' 온라인 토크콘서트(11.18)
Koica
부산개발협력포럼(개발협력사업과 문화) 개최
서울문화재단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 토론회(2차) _“새로운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진행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실천가에게 힘이되는 철학워크숍(11/19.목)
[서울특별시]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 2차(11/20)
[사랑의열매] 소중한 기부금 사용방향을 시민과 함께! 2020 모두 다 토론회(11/26,온라인 참여신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비영리기관을 위한 첫번째 웨비나, NPO Lunch & Learn에 초대합니다!(~10/17)
[회계법인더함] "NGO, 사회에 가치를 더함" 비영리공익법인포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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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감정의 교류
고유의 색을 지키며 변화하는 삶터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예술가에게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메세나팀] 전시 <예술치료제>, <세상의 모든 술과 함께하는, 어른들의 공예> 개최(11.6.~11.21.)
[서교예술실험센터] 인디뮤지션 영상 콘텐츠 '서울라이브 B-SIDE' 공개(~11.27.)
[기획제작팀]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휴먼 푸가'(11.18.~11.29.)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20 거리예술 캬라반> 온라인 영상 공개(11.18.~12.22.)
[예술청] 시민들의 연대를 꿈꾸는 프로젝트 전시 <꺼내, 잇는> 선봬(11.16.~11.22.)
서울연구원
서울 여성 1인 가구의 주거현황
서울뉴스
서울대공원, 시민들 안전한 산책 위한 위치안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서울도서관, 책장 속에 잠들어 있는 헌책 나누는 온라인 `한평책방`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일부개정(안) 전자공청회(온라인)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컨퍼런스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서울시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 안내
영상으로 만나는 '서울혁신로드' & '찾아가는 혁신로드'
깊어가는 가을, 한강공원 생태프로그램으로 지친 마음 달래요
서울시,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시기 자치구별로 확인하세요'
하반기 시민참여형 위원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석촌동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실시간 중계(11.16.오후 3시부터)
서울시, 도시농업 경험과 노하우 나누는 제1회 '농업사랑 말하기 경연대회’
서울시, 제철 농산물로 종가음식·약선음식 만드는‘온라인 요리교실’
제19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및 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기뉴스
“5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달라진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Q&A;마감 기간 연장, 최초 충전자 지원요건 완화, 실적 합산제 도입
등
‘경기씨네영화관’, 방구석 1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12월까지 온라인영화관서 국내 다양성영화 상영…‘69세’, ‘보희와 녹양’ 등
“난방비 아끼고 미세먼지도 낮추고”
[배달을 바꾸다③] 배달특급 사람들, “나에게 배달특급은 ○○○”평균 나이 30대, 패기로 뭉친 경기도주식회사 신사업추진단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앞두고 마...
통계청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보도자료
라이프인
사회적경제의 위기 극복 '클래스'
서울시-서울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주택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경제 산림 비즈니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태일 50주기에 부쳐-전태일은 사회적 경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우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6곳 선정
[신간] 모두를 위한 경제 '콤무니타스 이코노미'
남원시, 관내 첫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신간] 감염병 시대, 도시의 방향은?
노원구, 이웃과 상생하는 착한 소비 '사회적경제한마당' 개최
이로운넷
호주 빅토리아 주, 사회 주택 1만2천호 건설한다
‘위기 시대의 경제학, 사회적경제’ 강연…EBS서 16일부터 방송
창의융합과학 코딩교육, 에듀테크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꿈 많은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창업축제 개막
신협,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1천억 규모 특별융자
현대차그룹, 인도네시아 소셜벤처 10팀 선발해 육성
SBA, 혁신 SW인재 양성하는 싹 출범... 새싹 틔울 2기 교육생 찾는다
녹조 제거 로봇? 혁신적인 소셜벤처와 투자사의 만남
바이든 효과?…미국-EU 경제권 ‘친환경 정책’ 잰걸음
"업사이클링 캐릭터 G-BOT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허물고 싶어요"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국내 업체서도 생산
[이로운 BOOK촌] 감염병 시대, 공동체 가치가 더 강화된 이유
임병택 시흥시장 "공정무역으로 공정한 시흥 만들어갈 것"
신협 등 8개 기관, 연탄 21만장 기부로 ‘따뜻한 겨울’ 선물
남-북-중 청년이 머리 맞대고, 평화를 논한다면?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날은 언제?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KOTRA지원단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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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집에서 즐기는 문화·여가 물품 대여사업 진행
“올해 매출 30% 증가↑”…가맹점 성공시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어디?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수탁ᆞ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2020-11-20]
3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2020-12-03]
3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2020-11-23]
국적 해운선사 HMM(주)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04]
11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0-11-30]
2021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0-12-18]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2020-12-10]
11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개시 안내[~2020-11-20]
보건복지부
한의약 제품(제약ᆞ의료기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참여 기관 모집 연장 공고[~2020-11-20]

산업통상자원부
로봇 설계SW 활용 연계 애로기술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피해 극복지원)[~2020-11-30]
2021년 한-독 산학연 협력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한-독 2+2 프로그램) 공고[~2020-11-30]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ᆞ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1-18]
5차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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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R&D; 인증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지원사업 수행기업 대상)[~2020-11-18]
스마트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20]
중국 미래 자동차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8]
2021년 K-ABC(KITA-Amazon Business Companion)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20]
KOTRA 온라인 한국관ᆞ온라인 한국상품전ᆞ온라인 해외전시회 샘플운송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2020-12-15]
2021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1-07]
2021년 1차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1-20]
2021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온라인 한국관(KOTRA+KEA)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1-20]
베트남 산업공단 투자진출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01]
2021년 KoreaBIO X BioCentury X Sidley Austin 글로벌 IR @JPM 국내 바이오기업 모집 공고[~2020-11-25]
온라인 Fitting System 해커톤 참가자 추가 모집 공고[~2020-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소연구개발특구(소재부품장비ᆞICT)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컨텐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20]
2차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11-25]
다큐멘터리 분야 기획개발(방송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지원사업 연장 공고[~2020-11-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변경 공고[~2020-11-30]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2020-11-20]
행정안전부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2020-11-22]
환경부
4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모집 공고[~2020-11-19]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모집 공고[~2020-11-23]
국토교통부
2021년 1차 국토교통 창업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2020-12-10]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재공고[~2020-11-30]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2020-11-30]
카자흐스탄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20]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0-11-30]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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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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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대응전략사업을 기 지원받은 소부장 기업 대상)[~2020-11-20]
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벤처나라 등록 상품) 신청 공고(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선정기업 대상)[~2020-11-23]
국방부
2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2020-11-23]
3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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