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77호	(11.30)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하반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전문가[자문위원]	모집	공고
2022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2022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기업	친환경	패키지	및	디자인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	온라인판로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신규입점	선정	결과	공
지역문제해결형	뉴딜	지원사업	공모	안내	(~11.3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슬기로운	여성직업탐색	영상공모전(공모~12/6월)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12.31)

사람과세상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접수:	11/24~12/3	16:00)

경기도일자리재단
406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아이디어	공모전
2022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운영	용역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	접수(11.23.~12.10.)

[공모]	<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	안내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사회적가치	연구공모전	최종	우수작	발표회(12/1(수),	14:00)

서울NPO지원센터
아라뱃길	청년영상	공모전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제3회	소셜밸류	라운드테이블(SORT)_12/7(화)	14:00,	온라인	중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내	<협동조합,	네가	참	좋아>

COOP협동조합
[법무법률]	월간	안내사항(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89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88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884
https://sehub.net/archives/2071730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1071&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107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bsec.or.kr/board_VfTS43/1841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5067233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62&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1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9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1135357&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1MDUmc3RhcnRQYWdlPTAmbGlzdE5vPTYwM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6506&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524&cbIdx=955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8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54&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6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6888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55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락	먹기리	융합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	(6차)	(~12.14)
[SE:LETTER	#169]	다	같이	잘	살아갈	방법	��
서울시	공생마켓	(~12.1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평택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집]	2021년	제7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한마음	워크숍	참여	모집(~11/3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e-store	36.5	사회적경제기업	입점사	모집	안내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시	협동조합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송정역	사회적경제마켓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공항	사회적경제마켓	[가치가장-겨울마켓]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	'가치해봄'	-	사회적경제	알기	쉬운	체험형	교육	참여자	모집

서울시50+패밀리
[신용보증기금]	기술금융과	기술가치평가	입문	교육생	모집(~12.6)
[서울시]	한	눈에	보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12.1)
[재단]「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11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	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11월호)
[동작]2021년	동작50플러스센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사업단	모집	최종결과	발표
[서대문]2021	서대문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_11월호
[강동][겨울학기]	강동50플러스센터	2021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
양천50플러스센터	당사자위원회	위원	모집

함께일하는재단
자원선순환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PROJECT	LOOP	소셜벤처	:	연결고리	모집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온택트시대	'중장년	일자리	변화를	말하다'	[취업특강	참여	안내]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	온라인판로지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선정	결과	공고
(재공지)	2021	경기도	온라인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	감x감투어	제주편	참가자	모집
[생명협동교육관]	쿠파(KOOFA)	퍼실리테이션	이니셔티브	과정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상표	및	디자인권	출원	컨설팅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전시	희망기업	모집(2021.12.09)
새싹(SeSAC)	DT과정	마케팅	슈퍼Z	부트캠프	교육생	모집	안내	(~11/30	화)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11월	당신의	취향	전시	희망기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서울일자리포털
[미래JOB학교]_	신중년	디지털	코치	양성	과정	교육	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https://sehub.net/archives/2071752
https://sehub.net/archives/2071693
https://sehub.net/archives/2071024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1083&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215
http://bsec.or.kr/board_VfTS43/18488
https://dgse.kr:443/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04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97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96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9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98204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503631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5067888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4802076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5050707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5037179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5096004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5119140
https://www.50plus.or.kr/gdc/detail.do?id=15037464
https://www.50plus.or.kr/ycp/detail.do?id=15040587
http://hamkke.org/archives/43399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5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8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6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7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234&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232&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1MDQmc3RhcnRQYWdlPTAmbGlzdE5vPTU5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9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2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3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희망JOB학교]_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교통안전보호인력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학생보호인력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교통질서	계도요원	교육
청년구직자를	위한	시민청	<화상면접실	&	자기소개	영상실>	개관

Koica
이집트	청년,	여성	취업증진을	위한	이집트	정보기술교육원(ITI)	ICT	역량강화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하반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	오리엔테이션	안내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창업공고)	2021년	하반기	창업부스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	12/10까지	접수)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생애주기별	맞춤	ʻ커리어	설계	워크숍’	참여자	모집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녹색장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참여	현장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임종과	호스피스"	참여자	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재직여성	심리상담코칭	:'새일응원'	참여자	모집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12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서울문화재단
[모집]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개인심리상담	지원
[모집]	예술청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	법률상담	지원
[공개강의	안내]	생활문화	기획자	아카데미-생활문화정책	온라인	강의
[초대]	2021	서울예술교육	TA	월간	웨비나	<동시대	예술교육의	확장과	실천:	00으로	존재하는	예술교육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랩(LAB)	결과공유전시	<오픈	랩(OPEN	LAB)	ʻ오버	더	랩’	:	슬기로운	풍경’>	전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특별강연
경기	컬쳐	로드	ʻ박해미의	라비앙로즈’	순회공연	개최
감각확장체험전시	<오소리	A씨의	초대>	신청	안내
경기문화유산	학술심포지엄	“옛	그림과	지도	속	경기문화유산”	개최
세계유산	학술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3차)
제주-강원	사회적경제	평화X로컬X힐링여행	체험단	모집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제10회	취업up교육	실시
놀이돌봄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식	및	업무협약식	진행
제3회	중구	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60+교육센터]	소잉디자이너	입문과정

서울NPO지원센터
[아름다운커피]	D.P.	원작자	김보통	작가와	함께하는	'철이와	초콜릿	농장의	비밀'	웹툰을	만나보세요!	(~12/8)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사건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12/15)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참가자	모집(~12/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마을서재	토크	콘서트「오늘의	일」(12/2)
[빠띠]	12월	카누	커뮤니티	@게더타운	(12/6)
[무중력지대	성북]	월간무지랑	:	다양성	「당사자와	앨라이들의	글쓰기(~12.2)
[꽃다운친구들]	청소년	갭이어	7기	추가	모집(~12/4)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안내(11/23~12/14)
[국가기록원]	제2기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과정(12.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자본은	재난을	어떻게	기회로	삼는가(12/1,	온라인무료)
[KCOC][국제개발협력과	보건	ABC]	국제협력	톺아보기	신청	안내(12/1)
[아름다운재단]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12/03)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9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9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custmr_cntr/ntce/WwwNotice.do?method=getWwwNotice&noticeCmmnSeNo=2&bbscttSn=1388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30/artclView.do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413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5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14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14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13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12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12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546&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545&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563&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553&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arteducation_notice.do?bcIdx=126548&cbIdx=983
https://www.ggcf.kr/archives/147974
https://www.ggcf.kr/archives/147927
https://www.ggcf.kr/archives/147908
https://www.ggcf.kr/archives/148002
https://www.ggcf.kr/archives/147999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67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68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87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83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82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7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0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9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7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71


해냄센터_입주기업	모집
소셜	취업	플러스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참가자	모집
모금활동가를	꿈꾸는	학습모임
[성북청년시민회]	세대	이해하기	실험(부제:	끝끝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해도)에	초대합니다.	(~12/10)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위협에	맞서는	우리(~12/10)
[TEDxSeoul	북클럽]	《뉴미디어	트렌드	2022》노성산	저자	강연회(~12/1)
[라라스쿨]	헬로섹슈얼리티	워크북	출시,	와디즈	크라우드펀딩(~12/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ʻ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12/4)
[한국가이드스타]	채리티	에디터	양성	과정	2기	참가자	모집	(~12/12)
[미얀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미나]	미얀마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모임(12/2,	12/3,	12/10)
[Route330	ICT]	12월	SDGs랩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12/3)
[신한	스퀘어브릿지]	2021	HERO	IR	Day가	진행됩니다!	(12/2)
[갈등해결과대화]	열린대화	"WITH	코로나,	2022"	(12/6~12/20)
[인권연대]	기획강좌-	"임꺽정,	조선	사람들	속으로	"	참여자	모집(~12/20)
[더	브릿지]	2021	VR	온라인	탈북민	기업박람회,	다리상점(12/10~12/24)

일자리/채용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젝트	담당	및	주택	운영관리	채용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양천50플러스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Koica
현장파견형	원격봉사활동	지원	초급전문가	모집
몽골	도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고(팀	단위	선발)
우간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수행체제	구축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르완다	산업	표준화	ICT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UNHCR	에콰도르	난민,	수용공동체	및	취약계층	대상	지속가능한	통합	및	보호사업	채용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TVET	교육시설	설립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시	아보보	지역	상수급수	연결	3차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페루	쿠스코	폐기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자원	선순환	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우간다	GGGI	폐기물	사업	Deputy	PM(X9급)	채용	공고
[기간연장]동티모르	직업훈련	및	취창업	사업	통합조사(예비‧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서울우먼업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한국EPSON	파견직	제품오더	담당	채용의	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직원	채용	공고	(~12/7	14시)

서울NPO지원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껀터사무소	파견활동가	채용(~12/4)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해외파견직	채용(~12/17)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운영지원센터	모금관리팀	직원채용	공고(~12/5)
[노무현재단]봉하사업본부	신입/경력직	채용(~12/07)
[플랜코리아]	후원관리팀	직원(계약직)	및	파트타이머	모집	(~12/5)
[동물자유연대]	콘텐츠	디자이너	모집(~채용시)
[함께걷는아이들]	올키즈스트라팀	계약직	매니저	채용	공고(~12/16)
[(사)더나은세상]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매니저	채용	(~12/9)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공인노무사)	채용공고(~12/13)
[한빛누리재단]	평화통일사업	채용공고(~1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6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6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7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08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1075&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50plus.or.kr/ycp/detail.do?id=1507439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33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32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5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4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3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3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2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2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41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358/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912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9125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205&code=sky_net_news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7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828


[평화의숲]모금.후원	담당하실	팀장님	채용합니다.(~채용시)
[함께걷는아이들]	인턴채용	공고(~12/15)
[언어·문화	NGO	조인어스코리아]	19기	동계	인턴십	활동가	모집	(~12/15)
[(사)한국해비타트]	글로벌마케팅전략팀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	계약직	매니저	채용(~12/9)
[작은것이	아름답다]	생태환경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글메김꾼(기자)	채용합니다.	(~채용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규직	상근	활동가	채용공고(~12/15)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신규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워크숍」	온라인	교육	주소	안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포럼	및	하반기	성과공유회	개최안내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	온라인	쇼케이스(11.30)
[수원시]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12.2)

서울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시	말하다]	연속포럼	5회차	안내

Koica
KOICA	Innovation	Day	개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개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0주년	기획워크숍	진행	안내

서울문화재단
[결과발표]	2021	거리예술	주제워크숍	참가자	선정	결과발표
[행사	안내]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지역	네트워크	포럼	<서교,	오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생활문화공간	포럼	공간의	쓰임새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울하우징랩]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12/1)
[빅이슈코리아]《빅이슈》잡지	제작비	마련을	위한	빅이슈의	첫	연말	모금	캠페인	#BigWish	(~12/31)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아듀	2021	리더십	워크숍(12/15)
[서울환경연합]	2021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포럼을	개최합니다.	(11/30~12/0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	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X성평등X[____]>	(12/1)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민의	삶을	비추는	창작소의	불빛
골목에서,	동네와	지역에서,서로를	연결하는	실험
지도	위에	변화를	그린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연극인의	창작	역량	키우는	재교육	특별	강의	<위클리	아카데미>(11.29.~12.16.)

서울연구원
서울시	미취학아동의	하루

서울뉴스
4개월	간	7만6천명	발길,	예약률	95.7%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29일	개관식
서울	산업의	변화를	기록하는「SEOUL	MADE」매거진	ISSUE	NO.23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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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개	지자체	지역	풍작	농수산물	판로	지원…	최대	48%	할인판매
전통시장	문전성시	특판전	개최	알림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성과	공유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위한	미학,	기능적으로	가치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40점	선정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특성	항목	보도자료
10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라이프인
[신간]	우리	시대	협동조합의	본질을	생각하며	'다시,	협동조합을	묻다'
협동조합-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모든	활동의	허브로	활용하기
한국SDGs청년플랫폼,	'4기	세미나	및	수료식'	성료	…	'SDGs를	향한	청년의	약진!'
사경	속으로	들어오는	대학,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공유회
광진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선보여

부동산	문제의	작은	대안,	커먼즈를	이야기하다
협동조합	미래	10년을	위해!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	10주년	기념위원회	구성	제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협동조합	미래포럼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의료사협,	어르신	방문	의료서비스를	위한	펀딩	진행
코코베리,	디데이	지역리그	우승
자연과	인류를	위한	뉴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청년	소셜벤처	기획전	진행
"미세플라스틱,	그	위협은	절대	미세하지	않다"
[혁신탐방]	코코베리,	'부산물이	되겠어?'가	'부산물이라	되겠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12월	1~3일	서울서	개최
먹거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먹으면서	해결하자!
사회혁신	혼자는	못한다,	콜렉티브	임팩트의	힘
광명시,	30일까지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서포터즈	발대식·토크콘서트	진행

이로운넷
인천광역시	5개	구,	사회적경제	교재	출판..	고등학교서	활용된다
재단법인	밴드,	소셜벤처	10개사와	투자자	만남	주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상공인	문화예술	비즈니스	확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속도'
전국	지역화폐	네트워크	창립	총회	및	기념포럼	개최
노인의	일상생활에	딱	맞는	낙상예방	제품	만듭니다
“기성세대가	싼	똥	우리가	치우고	있는데	똥값이라도	내고	가라”
코	끝	시린	겨울맞이	강원도	찐빵	삼대장
ʻ작은	것’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변화	가져온다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	스스로	만들고	판매도	합니다”
"'조합원'이라	쓰고	'고객'이라	읽는	현실…협동조합	정체성	확립해야"
ʻ기능성표시	김치	및	반찬제품	무인	공급망	구축’	세미나	열려
[공감인터뷰]	“그냥	화가라	불러주세요.	꼬리표	떼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살펴보니..	직접지원	예산도	삭감
대전	사회적기업협의회,	나노종합기술원과	ʻ사랑의	연탄	배달’
보호종료아동들의	특별한	관찰예능	ʻ비바로그’
위드코로나	시대,	공정관광의	3가지	키워드는?
협동조합	성장,	청년과	함께	해	나가야
광주시,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막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소셜벤처...사회문제해결형	R&D	접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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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	기본계획	발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용산역에서	만나보세요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
㈜송학건설,	광산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생활용품	나눔	행사	진행
차와	수어	안내	책으로	교류하는	남북한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2021-12-06]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사업설명회	TechConnect	Day	공고[~2021-12-03]
제2차	기술혁신센터	R&D멘토링(경기청,	대구경북청	분과)	모의대면평가위원회	참여과제	모집	공고[~2021-12-02]
제2차	기술혁신센터	R&D멘토링(TIPA	분과)	모의대면평가위원회	참여과제	모집	공고[~2021-12-0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공고[~2021-12-03]
3차	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핵점포	예비청년상인	모집	공고[~2021-12-06]
소상공인	온라인교육	영상	콘텐츠	공모전	공고[~2022-02-11]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후보	기업	및	단체	모집	공고[~2021-12-01]
중소벤처기업부ㆍ벤처기업협회	벤처천억기업	성공요인	분석	논문	공모	공고[~2022-02-11]

고용노동부
2022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2021-12-12]
2022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전기ㆍ에너지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2-03]
청년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2-03]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1-12-22]
2022년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2021-12-20]
100대	전략품목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2-01]
2022년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2-07]
캐나다	BMO(Bank	of	Montreal)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기업	모집	공고[~2021-12-14]
2022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2-23]
2022년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2021-12-08]
2022년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2-10]
4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공고[~2021-12-07]

2022년	인도	바이브런트	구자라트	서밋(VGS)	대한민국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2-04]
2022년ㆍ2023년	국고지원	단체	참가	해외전시회	모집	공고[~2021-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글로벌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R&D	수요조사	공고[~2021-12-03]
2022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12-08]
2023년	정보통신ㆍ방송기술	R&D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2021-12-03]
2022년	한ㆍ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2021-12-23]
ICT	기반	혁신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	공고[~2021-12-24]
Korea	Metaverse	Festival	전시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12-01]
제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공모	공고[~2021-12-02]
2022년	클라우드혁신센터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공고[~2021-12-31]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	공고[~2021-12-31]
2022년	SW테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2021-12-08]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3차	모집	공고[~2021-12-08]
광화시대	광화벽화	미디어아트	영상	공모전	모집	공고[~2021-12-30]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지원	참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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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간기획형	공연개최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2-03]
2022년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ㆍ체험관(SPORTS	360	PLAY)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12-10]
문화창조원	복합2관	상설	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모사업	연장	공고[~2021-12-07]
2022년	NATPE	Miami(국제	방송	프로그램	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2-06]
한국관광공사	유원시설업	안전물품	지원사업	안내[~2021-12-10]
중국도서	번역출판	국내출판사	모집	공고(한중	저작	상호	번역출판	사업)[~2021-12-07]
2022년	MWC	한국공동관	참가사	모집	공고[~2021-12-15]
2022년	DEAL	한국공동관	참가사	모집	공고[~2021-12-15]

환경부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공고[~2021-12-17]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스타기업	모집	공고[~2021-12-09]

해양수산부
4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2-03]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재인증ㆍ신규)	계획	공고[~2021-12-08]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공고[~2021-12-17]

국방부
2차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재공모[~2021-12-08]

농촌진흥청
2022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	공고[~2021-12-22]

기상청
2022년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지원사업	수요처	모집	공고[~2021-12-03]

조달청
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수정	공고[~2021-12-10]

소방청
소방산업	지식재산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12-03]
2022년	두바이	인터섹(소방산업)	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2-01]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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