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97호	(12.15)

'공간이음'	공동체공간	온라인플랫폼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마을공방	등	우리	일상에	활력을
주는	공동체	공간을	찾고	계신가요?	서울시내	 여	곳의
공동체공간	정보를	한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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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열매나눔재단]	환경분야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1년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모집공고(~1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위메프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12.15)

서울시50+패밀리
[노원]2020년	노원50플러스센터	개관4주년기념	'캐릭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동작]50플러스	3분	영상	공모전	입상자	발표

경기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노을빛	마을	아이들을	위한	마당_파주	노을빛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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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
앙골라	2022년	신규사업(루칼라	교사양성기관	3차지원사업)	예비조사	공모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	감사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단체	공모>

서울문화재단
<2021	예술축제지원>	공모	안내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위로를	위한	교향곡	음원	제작	및	공연	운영	용역	입	찰	공	고
2021년	경기상상캠퍼스	시설관리	용역	공고
송년	제야행사	운영	용역	입	찰	공	고(긴급)

https://gcrcenter.github.io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85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4853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41244
http://hamkke.org/archives/business/41244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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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80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94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434408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0435715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75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0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93/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5&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385&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1755
https://www.ggcf.kr/archives/132290
https://www.ggcf.kr/archives/133158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서울NPO지원센터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재단법인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2021.	1.	15)
청년주거금융	α	프로젝트	지원사업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단체	IT인프라	지원사업	모집	(~12/2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21.1/31)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강동구]	고덕강일	4·6·7·8·14	단지	사회적기업	공간	입주기업...
[연세대학교]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남북협력	방안	학술	세미나	...
[KNOU	캠퍼스타운]	제1회	문화예술	분야	창업강연회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12.31)
[안내]	2020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례공유회	온라인	축제(12.19)
[안내]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12.17~12.18)
[안내]	세상을	바꾸는	모든	제안,	여기여기	모여라!(12.23)	사전	등록(~12.23)
[안내]	[크라우드펀딩X문화예술]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주얼리에	담다,	웨어러위시(Wear	a	Wish)(~12.23)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12/28)

(접수마감)	2020년	온라인	사회적경제	캠프	『사회적경제	랜선	클래스』	(12/7~12/17)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이야기][학교협동조합	특집]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혁신성장]	2020	온라인	성과공유회	및	선진지견학	및	우…

대전사회적경제
2021	대전	월평지역(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개최	(2020.12.18.오후	4시)

서울시50+패밀리
[행복에프앤씨재단]	2021	노노스쿨	수강생	모집(~12.18)
[서초]온라인	실시간	교육	이용안내	(웹엑스)
[서초]2021년	신나는	서초	커뮤니티(단체)	모집	공고
[남부]50+일자리	특별포럼,	대전환	시대를	건너다

경기마을공동체
<자문단	회의>	다문화	자조모임	지원사업
<각	나라	음식	발표회>	성남	다문화	육아공동체_다문화	자조모임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온라인	어울림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	웹서비스	설계	연구"	보고회.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고양_청년기반조성사업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파티>	동두천_청년기반조성사업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1.10)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인디게임개발자공간	운영사	모집공고(2021.01.19)

https://www.si.re.kr/node/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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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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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po&wr_id=51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7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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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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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07&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sehub.net/archives/2060610
https://sehub.net/archives/2060823
https://sehub.net/archives/2060934
https://sehub.net/archives/2060957
https://sehub.net/archives/2060927
http://bsec.or.kr/board_JkIH72/14666
http://bsec.or.kr/board_JkIH72/14656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3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71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522
http://djse.org/app/board/view?md_id=notice&code=1221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9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980944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0432347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042094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378478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5&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9&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3&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69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0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90


12월	크포	스타터	스쿨	모집	결과발표

서울일자리포털
희망JOB학교_교통안전보호인력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학생보호인력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Koica
COVID대응의(비대면)	지역균형	조달	컨설팅
2021	상반기	ODA사업수행기관	YP모집
UN	공공조달	설명회-KOICA	프로젝트사업	입찰	방법	소개
(정보화운영실)	UPS	교체를	위한	작업	실시	예정(	20.12.13.(일))
(기간연장	~12.16)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년위원	모집	안내
[KOICA	개발사경	매칭데이]	개발NGO,	사회적경제조직	온라인부스	참여기관	모집
2021년도	상반기	국제개발협력인턴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상품	온라인	팝업스토어	<예술가:방>	(~12.21(월))
''From	Stage	To	Digital	공연예술	영상화	길잡이''	출판물	신청

서울우먼업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뉴스기사	및	후기]	2020	신한쏠	브레인트레이너가	찾아간다	사업	성료
북부여성발전센터:[공지]	엄청난	당첨확률!	교육수요조사	참여하고	기프티콘	받으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경기문화재단
코로나19	회복과	치유를	위한	예술백신	상자	전달	프로젝트	2차	경기도민	선정자	발표

서울연구원
ʻ걷는	도시,	서울’	정책효과와	향후	정책방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알림]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신중년	동아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금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5차	여성회의_코로나	시대,	여성운동	생존기	페스티발	:	우리가	빛나는	순간
[민주주의	서울]	당신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하얀	연기	(~12/23)
(재공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입주단체	모집(~12/18)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세미나	-	자격증과	마을활동	(12/16)
[인권재단사람]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	2021	한	평	달력	(~12/31)
[한국방정환재단]	랜선	동물원	탐험	-비대면	프로그램	(12/19토	11시)
[민주주의	서울]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시간	(~1/10)
[수돗물시민네트워크]제6회	수돗물시민대상	신청자	모집(2021년	1/6)
[(사)한국감사협회]	공익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12/31)
[(사)더	브릿지]	한반도	체인지	메이커:	청년	인큐베이팅	(~12/28)
[한국모금가협회]투명성	강사양성과정	참가자	모집(~12/18)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투자지원재단]	실무자	모집공고	(~12/16	17:00)
[의정부시]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안내(~12.23)

신나는조합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1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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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6542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51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6534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550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05/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4&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7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6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75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399&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3151
https://www.si.re.kr/node/64229
http://heri.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973732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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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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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20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notice_job.do?cmd=&search_word=&board_code=BO19&category_id=&seq_no=24474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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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0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공고(~12/16)

서울마을공동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직원채용공고(12.08.	~	12.17.)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12.11.	~	12.21.)

Koica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PMC용역	성과관리	전문가	모집
KOICA	UN	Women	다자성	양자사업	관련	UN	Women	동티모르	사무소	채용	공고
케냐	중부	건조지역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사업	전문가	채용	공고
(비대면)	베트남	도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안력	역량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재공모)	피지	2022년	신규사업(재활의학	기반구축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행정역량	강화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베트남	한베	ICT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필리핀	포스트	COVID-19	대응	청소년	생식보건	개선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고
스리랑카	2022년	신규사업	문서	번역	전문가	공모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담당자	신규채용(~12/20)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신규	직원	채용(~12/15)
[4.16연대]	사무처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12/01)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	음악사업팀	인턴	채용(~12/23)	공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함께	일할	동료를	찾습니다(마감	12/27)
[사회투자지원재단]	실무자	모집공고	(~12/16(수)	17:00)
[문화다움]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운영	매니저	채용	공고	(~12/22)
[(사)비투비]	홍보매니저,운영매니저	채용	(~12/31)
[(사)우리들의미래]	2021년	연구원,	인턴	모집	(~12.28	14:00까지	서류접수)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과	마을팀원	채용	공고(~12.18)

행사/캠페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소상공인X사회적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2주동안_2개의	캠페인(~12.20)

서울시50+패밀리
[서부][50+	자원봉사단]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목도리	뜨기	나눔단'

서초50플러스센터	온라인	개관기념	행사	안내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재난위험경감,	분쟁하	성폭력	분야)	성과보고회	개최
시민사회협력실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행사	개최
KOICA	소통애	주간	행사	개최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비전공명리더십	워크숍(12/16)

보도/기사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55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9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18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39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9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3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2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2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3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2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2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2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50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5496/artclView.do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83&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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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2
https://sehub.net/archives/206083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387536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043293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39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52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434/artc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1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교육을	모색하다
관계와	의미로	연결된	새로운	발견
반	걸음	앞에서,	묻고	발견하고	보태기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20	거리예술	캬라반>	온라인	영상	공개(11.18.~12.22.)
[지역문화팀]	,	문화누리카드	잔액	인증	이벤트	<0말정산>	진행(12.10.~12.18.)
[축제팀]	<2021	예술축제지원>	공모	시작(12.14.~12.30.)

서울뉴스
용산공원을	함께	만들어갈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모집(11.9~12.1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후	`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함께하는	좋은	돌봄`…서울시,	15일(화)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
[북촌문화센터]	12월의	북촌문화요일	-	북두칠성	헤는	밤
서울시-벤츠,	모빌리티	혁신기술	보유	5개	스타트업	해외진출	이끈다
누구나	코로나	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
서울시	참여예산제	중장기	비전	토론회	자료집
반려견과	함께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	알고	계셨나요?
우리동네키움포털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
제21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및	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기뉴스
[배달을	바꾸다⑦]	ʻ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ʻ	1분	만에	마감첫	번째	판매	물품	꿀고구마	1분	만에	마감되며	회원들의	높은	관
심	입증ʻ배달특급’	회원	가입	후	경...
경기도민	누구나	익명으로	ʻ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내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소비지원금	혜택	D-3…17일까지	꼭	쓰세요17일까지	20만원	이상	소비	시	소비지원금	지급최초충전자는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
전	즉시	소비지원금	...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첫	결실	ʻ중부	아파트노동자	협회’	창립
우리나라에	차별이	금지된	문자가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	참여하면	ʻ동물보험’	가입이	무료!”
개성공단	재개	촉구	1인시위	한	달…“왜	ʻ개성공단’인가?”
경기도,	4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으로	확대

통계청
2019년	영리법인통계	결과(잠정)
[기획보도]	통계로	본	어업의	구조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라이프인
배달의민족,	결식아동	1대1도시락	매칭	캠페인	펼쳐
강원랜드	희망재단,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창업지원팀에	최대	3천만원	지원
한신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2020	우수	자활기업'	8개소	선정
KINS,	1사	1사	결연…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확대	및	공동브랜드	유통	지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2곳	추가	개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정치적	갈림	없어야"
"왜	사람들이	떠날까?"	바꿔보자,	'누구라도	살고	싶은'	문경으로
[사회적금융의	상상⑥]	프레스턴시의	회생과	선순환	금융
문	대통령	'탄소중립'	강력	추진	…	"임기	내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	다진다"
한	정당의	정강정책에서	발견한	사회적경제와	같은	방향의	나침반

이로운넷

https://arte365.kr?p=83747
https://arte365.kr?p=83738
https://arte365.kr?p=83735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6126&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360&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395&cbIdx=966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9580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025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497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9718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755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81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749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57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9932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51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43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9903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C109&number=202012111316237055C10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41623117977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41032384293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41410252435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41103195241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41046168244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111413202962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2091459533913C04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614&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79&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61&rowNum=10&amSeq=&sTarget=&sTxt=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5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5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5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5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3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643


[강원사경게시판]	12월	셋째주	알림
암	환자,	ʻ국립암센터’	통해	사회	기여	주체로
용혜인	ʻ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구체적	도입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개발협력	경험→사회적경제	기업	취·창업	이끄는	ʻ리턴	프로젝트’
디지털	기술로	공간	개선...	ʻ교대역	디지털	청소년	공간	조성	사업’	수상
ʻ제3회	리빙랩과	젠더포럼	in	원주’	코로나	19	예방차원에서	1월	12일로	연기
한국조폐공사,	ʻ2020	동반성장	대상’	수상
충남	청양군,	'농어촌버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완료
도시문제	해결하는	소셜벤처,	성수동에서	키운다
25년간	조용했던	아파트가	시끌벅적해진	이유
커피향	가득한	동네	사랑방…ʻ하늘카페’로	놀러오세요
“여성리더십,	사회적경제와	생활운동에서	확장	어떻게?”
[SE:크리에이터]	김청솔	"세상을	바꾸는	일,	평범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로운	BOOK촌]	“오직	생태문명이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막는다”
이웃들과	친환경	재료로	만드는	ʻ슬기로운	먹거리	생활’
IT	기술로	사회적가치	전달하는	ʻ누리아이’
장난감	수리공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조명개발
원주	귀농	10년차	청년이	개발한	ʻ군고구마말랭이’의	맛은?
[포토]	미술로	바라본	혐오·차별...앵무새가	된	우리
올리브유니온,	서초구	난청인	위해	청력보조기	사용법	교육

소비자-이사업체	중개하는	플랫폼	ʻ쿱이사’	문열다
“영등포	사회적경제	제품	홈쇼핑	어플에서	만나보세요”
BTS,	타임지의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됐다.
카카오커머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10억원	기부
충남	청양군,	행안부	사회적경제	우수기관	선정
부산	도시재생,	ʻ스마트팜’에	맡겨~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과	비즈니스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식비타민
온라인	신발	판매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한	스타트업	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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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ㆍ제3차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투자유치	활성화	사업)[~2020-12-23]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1]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15]
2021년	1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2021-01-15]
7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24]
4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2020-12-22]
2021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모집	공고[~2020-12-2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신약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0-12-23]
20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1-01-11]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바이오융합	신규과제	공고[~2020-12-31]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0-12-2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7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6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6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5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1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9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9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7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9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4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0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4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3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2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2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2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67
https://www.1234way.com/sub02/sub02_view.html?number=3995&Ncode=webzine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13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94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20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0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1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8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5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8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3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9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48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53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734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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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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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30]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전시관	구축	사업)[~2020-12-31]
2021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4-26]
2021년	영국	런던	BETT	교육장비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18]
2021년	중국	베이징	공작기계	전시회(CIMT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31]
3차	신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21]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공고[~2021-01-11]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지원	신청	공고[~2020-12-18]
2021년	탐광시추사업	지원	안내	공고[~2021-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중소ㆍ중견기업	ICT	표준기술	자문	수요조사	공고[~2020-12-31]
2021년	KRISS	홈닥터(기술지도)	기업	모집	공고[~2020-12-18]
과학벨트	기능지구	해외	온라인	오픈마켓(알리바바ㆍ아마존USㆍ쇼피)	입점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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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2021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2020-12-2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시장	맞춤조사	안내[~2021-01-08]
2021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2-30]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계획	공고[~2020-12-18]
2021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2021-01-15]
딸기	수출업체(홍콩)	사전신고제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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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질병관리청	연구성과	이전기업	실용화	지원(컨설팅지원)	계획	공고[~2020-12-18]
2021년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사업	공고(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2021-01-20]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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