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95호	(12.0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월	 일	 시부터	 일까지	 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단계에서	 . 단계로	격상된다.	노
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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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구독 	뉴스레터	PDF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폐업	및	성공적	재기지원	사업	모집(~...
[열매나눔재단]	환경분야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

신나는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2020.12.31)

Koica
청렴코이카	로고디자인	공모전	개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추가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선정자	발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택배용역	단가계약	입찰	공고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지원사업	경연대회	《방구석스타》	예선진출자	결과	안내
코로나19	위로를	위한	교향곡	음원	제작	및	공연	운영	용역	입	찰	공	고

서울NPO지원센터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0회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12/11)
[재단법인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2021.	1.	15)
청년주거금융	α	프로젝트	지원사업
2021년	변화를만드는여성리더지원사업	공모사업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단체	IT인프라	지원사업	모집	(~12/20)
[서울YWCA]슬기로운	여성청소년	체육생활	공모전	참가자	모집	안내(~12/15)

https://gcrcenter.github.io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44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44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2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24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gcrcenter.github.io/assets/pdfs/news_letter_20201208.pdf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7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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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0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75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330/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03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358&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1661
https://www.ggcf.kr/archives/131753
https://www.ggcf.kr/archives/1317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6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99&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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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안내
[KNOU	캠퍼스타운]	제	1회	문화예술	생태계	확대를	위한	창업강연...
[KNOU	캠퍼스타운]	제	1회	문화예술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사회적경제	현장연구	온라인	사례공유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통시장	SNS	홍보	활동가	육성사업	모집(~1...
[동청넷]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2기	위원	모집공고(~12....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부산형사회연대기금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기...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모집(~12/9)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2021년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대비...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여규암	천년나무	1단지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12.31)
[SE	:	LETTER	#149]	음악도	사회적경제도,	긴	호흡으로��
[안내]	[크라우드펀딩X문화예술]	뮤직테라피	프로그램	ʻWe	are	Music	Therapist'(~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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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회적경제	캠프	『사회적경제	랜선	클래스』	신청접수(12/7~12/17)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현황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	그린	뉴딜	…
대구·경북	소셜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기술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가(임직원)	선정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행복에프앤씨재단]	2021	노노스쿨	수강생	모집(~12.18)
[서울먹거리창업센터]	9차	입주사	모집(~12.11)
[재단]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운영시간	변경	안내(11.30~별도	안내	시까지)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0년	11월]	겨울아	안녕!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0년	11월호)
[서초]2021년	인큐베이팅	공유사무실(둥지)	입주단체	모집	공고

경기마을공동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CI뜻을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근대문화마을!	신나는	시민	총회!

신나는조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행	(12/8~28)
『동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위원	모집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학버스	운행	종료	안내(~12월	11일까지	운행)

서울마을공동체
관악마을자치센터	직원	재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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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7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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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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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2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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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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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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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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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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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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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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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0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sehub.net/archives/2060610
https://sehub.net/archives/2060707
https://sehub.net/archives/2060782
http://bsec.or.kr/board_JkIH72/14554
http://bsec.or.kr/board_JkIH72/14656
http://bsec.or.kr/board_VfTS43/14651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27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26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2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9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094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093697
https://50plus.or.kr/detail.do?id=10261609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36782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367735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0362069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8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8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50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47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15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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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	SW기초역량	아카데미	Python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웹	개발	입문	교육생	모집(..
SBA	AI&DT;	Conferecne	2020	온라인	개최	안내

서울일자리포털
내일행복학교	특강:	교통질서	계도요원	준비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7기

Koica
COVID대응의(비대면)	지역균형	조달	컨설팅
2021	상반기	ODA사업수행기관	YP모집
KOICA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설문조사	실시새글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	실시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	안내
아시아공동리서치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ODA	온라인	공유회	「아시아,	'그래도'	만나기」	참여안내

서울우먼업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12월	원데이클래스]	제제(Zeze)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모티콘	디지털	드로잉	연습하기(12.12)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라벨링	업무	작업자	2차	교육생	모집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성실납부	우수사업장	선정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기사]	장애인	바리스타	과정	교육생	위한	릴레이	멘토링	성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MOU]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체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MOU]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감플러스'	간의	업무	협약식	체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점역교정사	(이론+실기)	수강	후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MOU]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한국직업개발원'간의	업무	협약식	체결
북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0기	교육	운영	중단	및	111기	접수	및	교육	일정	변경	안내
동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도	1기	취창업	직업훈련교육	수강신청안내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대관	일시	운영	중단	안내(12월	5일	토	00시~)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회복과	치유를	위한	예술백신	상자	전달	프로젝트	경기도민	2차	접수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2020년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청년정책	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금융멘토링「내지갑	클라-쓰」(~12/12)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노동X인문학	기획강좌	시리즈	<<노동은	OO>>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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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커뮤니티	모임	공간	대관	공고	(~12/26)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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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공익정보	아카이브	이용자	설문조사(-12/14)
[누구나스타트]	NGO	모금전략	데이터로	수립하기	:	감에서	벗어나는	5단계	실전	모금	전략	(12/1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8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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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6503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5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9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72/artclView.do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125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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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all&bbs_seq=12563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1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0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0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0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0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0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9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691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bcIdx=118351&cbIdx=984
https://www.ggcf.kr/archives/1317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07&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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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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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_2017&wr_id=4014&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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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po&wr_id=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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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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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enter&wr_id=9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2


[유엔인권정책센터]	2021년도	상반기	ODA	영프로페셔널(YP)를	모집합니다.(~12/13)
더	브릿지	ODA	영프로페셔널(YP)	모집	공고	(~12/10)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공간이용	제한	안내
[참가자모집]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	찾기	작은	공론장(12/11	15:00,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	서울의	나눔온도는	몇	도	입니까?	(12/11)
[서울시자원봉사센터]위드	코로나,	V경험	공유회	"온라인	V세상	티키타카"(12.9.)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세미나	'직업으로서	마을활동'	(12/9)
[민주주의	서울]	당신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하얀	연기	(~12/23)
(재공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입주단체	모집(~12/18)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산시]	2020년	제11회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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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을공동체
[채용재공고]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공고
[채용]	종로구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공고

Koica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PMC용역	성과관리	전문가	모집
하반기	4급	홍보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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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모)	파키스탄	2022년	예비사업(산업용	섬유센터)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KOICA	UN	Women	다자성	양자사업	관련	UN	Women	동티모르	사무소	채용	공고
페루	2022년	신규사업(쿠스코	에너지재활용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파키스탄	2022년	예비사업(상수도	시설	구축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페루	예비조사(쿠스코	에너지	재활용사업)	전문가	공모
(재공고)	KOICA	정보화운영실	초급(5급)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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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먼업
<채용공고>(주)소미미디어	단행본	편집자	채용
<채용공고>	(주)포스텍코리아	상담	및	행정지원	담당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60+민간일자리지원사업(취업알선형)	참여자	모집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담당자	신규채용(~12/20)
[(사)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하이퐁	현지사무소	총괄(코디네이터)	모집(~12/13)
[함께걷는아이들]	인턴	채용(~12/13)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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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Korea]	홍보마케팅	매니저	채용(~12/15)
[4.16연대]	사무처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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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center&wr_id=9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9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55&qstr2=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notice_job.do?cmd=&search_word=&board_code=BO19&category_id=&seq_no=24470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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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18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29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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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6539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9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9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9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8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8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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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all&bbs_seq=12569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687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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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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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6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	음악사업팀	인턴	채용(~12/23)	공고
[트리플앤]	PM	및	직군별	신규	직원	및	인턴	채용	공고	(~12/11)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포럼	"로컬얼라이언스Loc...

Koica
제	3회	개발협력	평가포럼	개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재난위험경감,	분쟁하	성폭력	분야)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비전공명리더십	워크숍(12/16)
[서울YWCA]"이	웹툰	나만	불편해?"	토론회(~12/10)
[KCOC]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	투명성	토론회	(12/10)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초라하고	밋밋해도	그게	우리	삶이다
누군가	알아보고	말	걸어준다면
그래도	여기는우리가	ʻ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울문화재단
[연희문학창작촌]	2020	문학캠페인,	TBS	라디오로	문학작품	전한다(10.5.~12.1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20	거리예술	캬라반>	온라인	영상	공개(11.18.~12.22.)
[예술지원팀]	총	122.4억	규모...<2021	서울예술지원>	공모(11.23.~12.11.)
[문래예술공장]	'MEET	2020'	결과전시	<러브송은	멈추지	않아>	개최(12.5.~12.13.)

서울뉴스
용산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11.9~12.18)
'민주주의	서울'	시민	만족도	조사	참여	이벤트
★☆슬기로운	서울시민생활(제3화:	슬기로운	시설이용편)★☆
서울시	조기폐차	마감일시	안내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중단	안내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간선,	일반도로	청소	확대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막는다`...35만	세대	맞춤형	보온대책
서울시,	게임×전시로	남산골한옥마을	체험…비대면	시대	소통	실험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중단	안내(12.5.(토)~)
10월	서울벤처기업	수,	전국에서	최대치	증가…온라인·비대면	창업도	증가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경기뉴스
[배달을	바꾸다⑥]	ʻ배달특급’	직접	주문해보니…“할인은	기본,	착한소비는	덤!”1만원	할인쿠폰에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	추가
5%	할인쿠폰	증정10일~내년	1월	28일	매주	목요일	회원	대상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76%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두닦이	전전”
코로나	이후	인권을	논하다
최고의	성평등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

통계청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SGIS활용	우수사례	공모결과	보도자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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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경험	담은	영문보고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계인의	주목	]발간
소셜크라우드펀딩대회	방영	[	대구	MBC]

라이프인
공공부문,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	실적	5천억원	육박…은행권	사경기업	지원액은	1조	649억원
경북도,	2022년	사회적경제	박람회	유치...'사회적경제	뉴	플랫폼'제시
서대문구,	'기업사회공헌	네트워크	포럼'	개최
[지구를위한사경]	'플라스틱방앗간',	참새들,	플라스틱	물고	오세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코로나	이후	경제발전	원동력
[아름다운家]	삶의	질과	안정적인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上
[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下
일본노동자협동조합법안	통과
[라이프인의	책갈피]	방구석	여행으로	만난	빌바오,	몬드라곤,	바르셀로나
관악구,	7~9일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사회적기업	혁신사례	공유	위해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2020	on-line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교육	개강
"공정무역	왜	하냐고요?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로운넷
“덴마크	인구	60%,	사회주택에	한	번	이상	입주”
“네덜란드	사회주택	비율	30%,	비결은…”
“오스트리아	빈	사회주택,	ʻ소셜믹스’에	초점”
ʻ탄소	제로’	곤충이	환경	살리고	일자리도	만듭니다
“공정무역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영상]	"공감능력을	키우면	이	세상에	혐오가	사라질까?"	...	너와	내가	만든	세상
겨울	냄새	나는	12월의	첫날
세종시,	ʻ2020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사람·상생·순환	중심	ʻ청양사회적경제’	로고	확정
코딩	배움의	장	낮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제주	가치	창출로	성장과	조화	이뤄가는	ʻJDC’
돌봄	공백	없애기	위해	용산구	사회적경제기업	손	잡았다
[현장]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르포]	청년	사회주택	ʻ안암생활,’	어쩌다	호텔전세	소리	들었나
친환경	제품으로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ʻ에코어스’
“공정무역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필요”
[이로운	BOOK촌]	“성공은	내가	잘나서,	실패는	네가	못나서?”
독감	백신,	코로나19	예방에도	유리
[SE:크리에이터]	임라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비대면	시대,	협동조합	교육의	르네상스	시대	열겠다”
“대구의료진에	도시락	배달한	사회적경제기업들,	소셜프랜차이즈로	뭉칩니다”
“코로나에도	멈추지	마!”…위기에	활약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디?
“서울어워드,	중소기업	우수제품	세상에	알리는	파트너”
충남	사회적경제	9개	기업,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기부금	및	생산품	후원
나누다키친	이용자,	2일부터	CJ	식자재	공급	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시대에	응답하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	시공업체	역량강화	교육	마쳐
LH,	올해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운영할	사회적경제	주체	공모
행복얼라이언스,	결식아동	위한	기부금	3억	5천만원	모아
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에	전문	통역	교육	제공...	상반기	198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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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살아보니	좋네요!	많아져야겠어요"
“함께	해치울	일들	많지만,	공동문제	해결하는	기쁨	커요”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KOTRA	온라인	한국상품전	샘플운송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2020-12-31]
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2021-10-29]
2021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0-12-18]
중소기업	R&D;	자금	전담은행	선정계획	공고[~2020-12-10]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0-12-10]
2021년	여성기업	TV홈쇼핑	입점	희망기업	모집	공고(TV홈쇼핑입점지원사업)[~2020-12-09]
제2차ㆍ제3차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투자유치	활성화	사업)[~2020-12-23]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코로나19	수도권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2020-12-14]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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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바이오융합	신규과제	공고[~2020-12-31]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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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난징ㆍ청두)	입국지원	패키지	안내	공고(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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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16]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관(로봇분야)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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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다년도	중ㆍ대형	R&BD;	지원과제	공고[~2021-01-20]
중국	입국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31]
2021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2021-01-06]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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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시장	맞춤조사	안내[~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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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