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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SEniors	온라인	컨퍼런스

한화생명	시니어-사회적경제	동반성장지원	프로젝트	We
are	SEniors는	시니어들의	전문	커리어를	사회적경제	분
야의	...(참가신청,	온라인	생중계	12/8	14:00)

	

에너지·친환경	중소기업	기업자율형	지원

함꼐일하는재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에너지·친
환경	분야	창업 년	이내의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기업자율형	지원사업...(이메일	접수	~12/31)

	뉴스레터	구독 	뉴스레터	PDF

입찰/공모/지원사업

COOP협동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	위탁	운영기관	공모(~12.7)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12.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비대면	온라인	(12/4)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We-Star	발굴	프로젝트」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재단][입찰공고]	2021년	서울시50플러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재공고)

경기마을공동체
마을종합지원사업	연차지원	선정	결과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ʻ2020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치(Value)	여행’	지원사업	3개팀	선정!
ʻ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IT	기기	및	IT	솔루션	부문	총	8개	기업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상자안내]	2020년	「경력단절예방·극복	우수사례	공모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	청소년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선정결과	재공고

Koica
청렴코이카	로고디자인	공모전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센터스테이지코리아	해외공모	1차	공모	안내(12.3~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gcrcenter.github.io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2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24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41244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41244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gcrcenter.github.io/assets/pdfs/news_letter_20201204.pdf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82
http://sehub.net/archives/2060455
http://bsec.or.kr/board_VfTS43/14616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682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0344399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68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https://hamkkeorg.blog.me/222159205362
https://hamkkeorg.blog.me/222159461107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14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14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33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3&txtKeyword=&ddlKeyfield=T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추가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
2021년	신당창작아케이드	12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12.5)
[심사결과]	2021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정기공모	최종	선정자	발표

경기문화재단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작곡부문]	최종	심사	결과	발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택배용역	단가계약	입찰	공고

광주복지재단
(공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코로나	극복	가족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	안내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주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	공모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0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12/11)
2021년	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지원사업	공모사업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단체	IT인프라	지원사업	모집	(~12/20)
[서울YWCA]슬기로운	여성청소년	체육생활	공모전	참가자	모집	안내(~12/15)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	CGSI	]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2020	#7	(12/8)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	:	LETTER	#149]	음악도	사회적경제도,	긴	호흡으로��
[안내]	2020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12.3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마감)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경영역량	강화교육	『6회차	사회적경제기업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교육』	(12/9)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첨단기술	융복합	문화	콘텐츠…

대전사회적경제
2021년	대전광역시	골목형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	공고

서울시50+패밀리
[행복에프앤씨재단]	2021	노노스쿨	수강생	모집(~12.18)
[서울먹거리창업센터]	9차	입주사	모집(~12.11)
[재단]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운영시간	변경	안내(11.30~12.7)
[동작]2021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시장형)
[동작]202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익형)
[노원]동화구연활동가	양성과정을	마치며...
[서대문][파티	잇-다]	12월	2일	선물	당첨자	안내
[서대문]2020	서대문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_12월호
[남부]세상을	구하는	지혜,	일자리	해커톤	참관기	①

경기마을공동체
양평군	터	무늬	학교	수료식	현장
마을공동체	활동의	청정	물줄기를	막아선	야속한	ʻ코로나19’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환경분야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12/17)

함께일하는재단
창업	아카데미	ʻ창업	후	2호선’	성공리에	마무리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30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indang_notice.do?bcIdx=117483&cbIdx=989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yeonhui_notice.do?bcIdx=117501&cbIdx=990
https://www.ggcf.kr/archives/131717
https://www.ggcf.kr/archives/131661
https://www.gjwf.kr/web/Board/5453/detailView.do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75&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2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1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56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sehub.net/archives/2060707
http://sehub.net/archives/2060610
http://bsec.or.kr/board_JkIH72/14554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24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51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094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093697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0261609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0341884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0341868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349700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0350875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031631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28739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8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8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58
https://hamkkeorg.blog.me/222160313247


경기도일자리재단
[유관기관	협조]	경기도	청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무료	아카데미	공고문

서울마을공동체
[세미나]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시리즈	세미나	2차	:	'자격..
[세미나]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시리즈	세미나	1차	:	'직업..
[공고]일상의	참여와	지역의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동네발..
[당첨자	발표]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성과연구를	위한..
[당첨자	발표]	20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연구를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개발자	데뷔코스	싹(SSAC),	2기	SW교육생	모집(2020.12.13)
애니타운	상징거리(재미로)	콘텐츠	기획전시	모집공고(2020.12.14)
12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12.13)
2021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모집(2020.12.04)
서울비즈니스플랫폼	이용	만족도	조사	시행
12월	서울메이드	스테이지	비즈니스	고도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2020.12...

서울일자리포털
내일행복학교	특강:	교통질서	계도요원	준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7기

Koica
2021	상반기	ODA사업수행기관	YP모집
한국국제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새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년위원	모집	안내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입안예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장	대관제도	실태조사	시행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안내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결과공유회	'문화예술교육	계(契)'	참여	안내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참여학교	및	학생	모집	안내
arte라이브러리	누리집	만족도	조사

서울우먼업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12월	원데이클래스]	제제(Zeze)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모티콘	디지털	드로잉	연습하기(12.12)
중부여성발전센터:[안내]공예분과-	작품전시회: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분기(139기)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분기(85기)	우선순위자	접수	안내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협약	체결	안내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	<변화의	출발점,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_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20	PLAY-UP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	<칾-다운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참여	모집	마감]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감정선	感情線>	참여자	모집
[음악·사운드아트분야	특화사업]	기획·초청공연	프로젝트	-	삼승,	상상도(Imaginary	Scheme)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안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공지사항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청년정책	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금융멘토링「내지갑	클라-쓰」(~12/12)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14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55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5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5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52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5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1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2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2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6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8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8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9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0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5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6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4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23/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2&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964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86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67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8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51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7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7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6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6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345&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play_notice.do?bcIdx=117514&cbIdx=98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7508&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notice.do?bcIdx=117506&cbIdx=979
https://www.ggcf.kr/archives/131669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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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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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신임	총리	스가와	일본정치"(12/10~12/11)
5차	여성회의_코로나	시대,	여성운동	생존기	페스티발	:	우리가	빛나는	순간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12/1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20	서울마을미디어	랜선축제에	초대합니다(12/1~12/4)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	무료	신청(~12/9)
성동구	사회적경제인의	밤	betterbe	네트워킹	Day(성과공유회)
[설문조사]	비영리법인	총회의사록	공증	실태확인을	위한	설문조사(-12/9)
[경제민주화119]	#재벌횡포	막고	#불평등	없애는	경제민주화5법	(11/9~1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죽음의	사슬을	끊는	국회가	되어주세요	(11/4~12/4)
[설문조사]	공익정보	아카이브	이용자	설문조사(-12/14)
[아프리카인사이트]	KOICA	영프로페셔널	(YP)	모집	공고	(	~12월	10일	마감	)
[누구나스타트]	NGO	모금전략	데이터로	수립하기	:	감에서	벗어나는	5단계	실전	모금	전략	(12/11)
[유엔인권정책센터]	2021년도	상반기	ODA	영프로페셔널(YP)를	모집합니다.(~12/13)
더	브릿지	ODA	영프로페셔널(YP)	모집	공고	(~12/10)
동대문구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모집	공고

일자리/채용

사람과세상
[직원채용]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직원	채용	공고	(서류접수마감:	~12/13)

서울마을공동체
[채용재공고]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수정]은평구	주민자치사업단(단원,동자치지원관)	채용..

Koica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PMC용역	성과관리	전문가	모집
엘살바도르	2022년	신규사업(교육부	컴퓨터	기술지원센터	강화사업)	예비조사	참여	전문가
인도네시아	사이버	전문인력양성	역량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하반기	4급	홍보	전문가	모집
한국국제협력단	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전문가	공모
베트남사무소	2020년	하반기	초급(5급)	전문가	공모
동티모르	청년	취ㆍ창업	지원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재공모)피지	2022년	신규사업(재활의학	기반구축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카메룬	국립직업훈련교육원	건립사업	운영전문가	공모
(재공모)라오스	5세	미만	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국별협력사업	번역분야	초급(5급)	및	4급전문가	모집	공고
(재공모)	케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내	식수위생개선사업	전문가	공모
베트남	기획	및	집행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사업	비대면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재공모)파키스탄	2022년	예비사업(산업용	섬유센터)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계약직)	채용공고(20-5차)(중증장애인	제한경쟁)

서울우먼업
북부여성발전센터:[채용공고]	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채용(취업상담사)
북부여성발전센터:[채용공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직원채용(교육팀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하반기	운영직	채용	필기시험	공고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2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3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9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48&qstr2=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36&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18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4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0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9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9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8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8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6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6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5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4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4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2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24/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1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7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72
https://www.ggcf.kr/archives/131711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담당자	신규채용(~12/20)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하이퐁	현지사무소	총괄(코디네이터)	모집(~12/13)
[함께걷는아이들]	인턴	채용(~12/13)	공고
[재단법인	한국IFCJ]	사무간사	채용(재공고)(11/23~12/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공고(11/26~12/10)
[누구나데이터]	캠페이너스	운영	매니저로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12/11)
[소셜밸런스]	콘텐츠	기획	및	기록물	정보화	가능한	동료를	찾습니다(~12/10)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신규	직원	채용(~12/15)
[사단법인	행복공장]	회계	및	회원	관리	담당자	채용	공고	(~12/04)
[JA	Korea]	홍보마케팅	매니저	채용(~12/15)
[4.16연대]	사무처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12/01)

행사/캠페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서울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12.3~12.4)
[안내]	세상을	바꾸는	모든	제안-세모워크숍	:	일상편(12.3)

서울시50+패밀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공개	강의(12.5)

Koica
제	3회	개발협력	평가포럼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제7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가치와	미래>	온라인	포럼	안내

서울우먼업
[예고]	『2020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세번째	온라인포럼』	-	N잡러로	사는거	괜찮은가요?

서울문화재단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온라인	포럼	개최

경기문화재단
[이벤트]	2020년도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대전복지재단
대전아동복지포럼	개최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	3차(12/4)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비전공명리더십	워크숍(12/16)
[서울YWCA]"이	웹툰	나만	불편해?"	토론회(~12/10)
[토론회]	비영리법인	총회의사록	공증	어떻게	생각하세요?(12/15,	2시)	>>	신청	마감
[KCOC]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	투명성	토론회	(12/10)
[환경재단]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	공익활동의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토론회	(12.07)
[정보공개센터]<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온라인	좌담회(12/4)

보도/기사

서울산업진흥원
제1회	서울기록페어	온라인	개최	홍보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	2020	문학캠페인,	TBS	라디오로	문학작품	전한다(10.5.~12.11.)
[예술지원팀]	총	122.4억	규모...<2021	서울예술지원>	공모(11.23.~12.11.)
[문래예술공장]	'MEET	2020'	결과전시	<러브송은	멈추지	않아>	개최(12.5.~12.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6
http://sehub.net/archives/2060615
http://sehub.net/archives/206060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21264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368/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67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7516&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1649
http://dwf.kr/board.es?mid=a10201000000&bid=0003&act=view&list_no=6743&tag=&nPage=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0
http://www.sba.seoul.kr/kr/sbcu04s1?bseq=5037281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446&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6142&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7503&cbIdx=966


서울뉴스
용산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11.9~12.18)
시각장애인에	촉각으로	문화유산	해설…	서울시,	스타트업과	7종	공공디자인	개발
2021년부터	연간	5,000명,	온라인	실험실에서	생물학	실습한다
여의도우체국	미술작품	공모당선작	선정결과	공고
202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서류	양식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변경	안내(21년	3월	부터	시행)
서울도서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	`소프트웨어코딩	체험	특별교육`	운영
서울시,ʻ도시농업	10년’노하우와	성과	담은	백서	발간
월별	문화예술프로그램(12월호)

경기뉴스
[지역화폐를	쓰다⑦]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문화생활,	자동차극장에서	경기지역화폐로~”
ʻ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	지원올	9월	말까지	약	1206톤	과일	매입	및	공급연말부터는	가정보육	어린
이까지	확대	지원

[배달을	바꾸다⑤]	ʻ배달특급’	닻	올렸다!	첫날	반응	역시	ʻ특급’!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달라진	점은?
확	달라진	경기버스…“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티슈는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경기도	택배노동자	권익보호	전방위	지원!”
경기도	ʻ승용차요일제’	종료…12월부터	시·군	자율	운영
도,	국민권익위	주관	2020년	국민생각함	ʻ올해의	생각’	우수기관	수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권을	생각하다…ʻ2020	경기도	인권포럼’	개최

통계청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온라인	개최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9년	생명표	작성	결과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창간

라이프인
NIA-KoSEA,	사회적기업	디지털	역량	키운다
서울시,	신규	'희망지	선정'...	지원금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늘려
재난의	시기,	그럼에도	인권·환경·연대의	가치를	말해야	할	이유
대학생협X이마트24,	캠퍼스	편의점	혁신	위해	맞손
서울시,	코로나시대	사회적경제로	해법	찾기…	사회적경제	포럼	온라인	개최
강동구·SH공사,	고덕강일지구	사회적기업	공간운영	MOU	체결
스페이스	살림,	다음	세대의	일과	생활을	보여주다
임팩트스퀘어,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위한	온라인	임팩트	자가공시	플랫폼	정식	런칭
아시아미래포럼,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논의한다
"협동조합	법	제도와	세제	정비는	핵심적	과제"
원광대,	사회적경제	전문가	초청해	지역교류회	진행	"사경과	대학,	어떻게	상생할까?"

이로운넷
“사람과	기술이	협업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듭니다”
NIA-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해	협력
슬기롭게	헤쳐가는	코로나19…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빅이슈코리아	협업	판매
대학생협,	이마트24	손잡고	대학	내	매점	최신식으로	탈바꿈
터치포굿-SM엔터테인먼트,	업사이클	담요로	반달곰	돕는다
안전하게	즐기는	방구석쇼핑	'라이브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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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적경제단체,	ʻ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마감할인	플랫폼	ʻ라스트오더’	성북구	소상공인	살리기	동참
[공감인터뷰]	“비누안에	인류애를	담았습니다.”
'전주형	사회주택'을	아시나요?
일상	속	문제,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	제안으로	풀어보자
“한국판	디지털·그린뉴딜,	은퇴한	50+세대가	먼저	이끌어야”
네오누리콤,	취약계층	위해	마스크	기부	및	자원봉사
할머니	일자리	문제	해결위해	사회적기업들	맞손
시각장애인	위한	촉각	문화유산	해설…서울시	공공디자인	7개	개발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로	해법	찾기…서울시	온라인	포럼	개최
장혜영	의원	"사회적경제,	기존	경제	부정	아닌	보완"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코로나19는	인간에게	위기인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인가?”
식품	부산물	업사이클하는	ʻ리하베스트’…투자받고	사업	박차
“반려동물	에티켓,	온라인으로	같이	배워요”
[강원사경게시판]	12월	첫째주	알림
사회주택이	대세라구?…도대체	그게	뭔데요?

지식비타민
무증빙	경비지출	솔루션으로	국내	3만여	고객사	거느린	비즈플레이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2020-12-07]
2021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0-12-18]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2020-12-10]
3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	공고[~2020-12-04]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0-12-10]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2020-12-07]
2021년	여성기업	TV홈쇼핑	입점	희망기업	모집	공고(TV홈쇼핑입점지원사업)[~2020-12-09]
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R&D;지원사업)[~2020-12-04]
제2차ㆍ제3차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투자유치	활성화	사업)[~2020-12-23]
~2021년	2차(추가과제)	소재ㆍ부품ㆍ장비	R&D;	사업	연계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2020-12-0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	지원)[~2020-12-15]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신약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장비	활용	애로기술	지원사업	(로봇)수혜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07]
KOTRA	온라인	한국관ㆍ온라인	한국상품전ㆍ온라인	해외전시회	샘플운송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2020-12-15]
조선기자재	국제인증	획득지원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기업	상시모집	공고(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	강화사업)[~2020-12-18]
2021년	소재부품장비투자연계기술개발	대상기업	사전모집	공고[~2020-12-31]
KOTRAㆍNAVER	실시간	수출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16]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1-01-13]
2021년	일본	오사카	의료기기	전시회	하이브리드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4]
2021년	이태리	밀라노	춘계	우니카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09]
2021-22년도	국고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2020-12-04]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16]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관(로봇분야)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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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1]
2021년	파리	춘계	텍스월드	Le	Showroom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1]
2021년	12회	일본국제전지박람회(Battery	Japan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2-11]
2021년	독일	쾰른	국제	식품가공기기	전시회(ANUGA	FOODTEC	2021)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0]
수출타깃기업	B2B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KRIBB	바이오	미래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공고[~2020-12-08]
2021년	중소ㆍ중견기업	ICT	표준기술	자문	수요조사	공고[~2020-12-31]
도약형	마케팅	플랫폼(인도)	정보제공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0-12-11]
2021년	KRISS	홈닥터(기술지도)	기업	모집	공고[~2020-12-18]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지원사업	참가	패션	디자이너브랜드	모집	공고[~2020-12-31]

환경부
물산업	우수기술	창업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06]
중국	톈진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04]

국토교통부
2021년	1차	국토교통	창업인큐베이팅	참가자	모집	공고[~2020-12-10]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2-09]
2021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2-30]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2020-12-18]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2020-12-09]

농촌진흥청
2021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	공고[~2020-12-30]

특허청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컨설팅지원)	계획	공고[~2020-12-18]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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