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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지역 사회적경제 소식 알리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현장 기업과 지역 

사회적경제 소식, 사람과 상품 이야기 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 홈페이지(sehub.net),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뉴스레터 ‘세모편지’, 네이버 메인 페이지  

                                 ‘함께N’, ‘플레이스’, ‘JOB N’ 

 오프라인 : 사례/이슈 공유 행사(콜로키움/희망살롱), 홍보물(사례집, 성과보고서, 리플릿 등), 언론 기획기사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www.sehub.net) 

뉴스레터 세모편지 

(2013.8월~발송) 

네이버 포털 사이트 

(www.naver.com) 

한겨레 서울앤 

(2016.3월 창간) 

 

 

 

 

-. 사회적경제 정책, 사업 및 구인 공고, 

문서/영상자료 등 정보를 공유 

-. 월 평균 정보 88건 게재, 방문자 월 평균 

8,600여명  

-. 월 2회, 구독자 평균 19000여명

에 뉴스레터 발송 

-. 사회적경제 이슈, 국내

외 사례, 사업 소식 등 

-.  ‘네이버(naver.com)’ 메인 페이지

와 모바일 페이지 공익/지역/직업 섹션

에 콘텐츠 월 2회 이상 게재(네이버 추산 

회당 광고 효과 500만원) 

-.  ‘한겨레 서울앤(seouland.com)’에 매주 

금요일 사회적경제 소식(단신 3~5건) 정기 

게재-. 상품 소개 등 코너 확대 검토  

 

 

센터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1회가 아닌 2~3회 정보 확산 추진 

(1차) 소식 취합 및 사회적경제 포털 게재    

▶   (2차) 시의성 및 중요도에 따라 뉴스레터 취재 및 링크 게재 / 한겨레 서울앤에 소식(단신) 정기 게재    

▶  (3차) SNS(페이스북) 홍보 

 

 

 

 

센터 홍보 채널 소개 

콘텐츠 확산 방안  

http://www.sehub.net/


 
 

 

    

0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회원가입 후  

      직접 소식 업로드  

_ 알림마당 > 자유게시판_ 알림마당 > 구인  

 

02 센터 대표 메일로 홍보 요청 메일 발송(info@sehub.net) 

_ 웹홍보물, 첨부서류, 신청양식 등 

 

03 온라인 뉴스레터 '세모편지'  

_ 센터와 업체 공동 기획, 편성 > 전문 업체 취재 > 발송 

_ 매월 2회 목요일 발송 

*발송일 : 6.8, 6.22, 7.6, 7.20, 8.10, 8.24, 9.7, 9.21, 10.12, 10.26, 11.9, 11.23, 12.7, 12.21 

_ 1회차 소식 위주 구성, 2회차 주제 기획 호로 구성 

  *ex. 5월 공정무역, 7월 사회적경제 주간 등 

_ 기업/상품, 지역 행사(개소식, 장터 등), 시민/종사자 참여 코너 운영(6 월~), 주요  

행사/교육 정보 링크 게재 

_ sehub.net > 알림마당 > 사회적경제 소식 내 구독 안내, sehub.blog.me 구독신청 링크 

통해 신청 가능 

01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센터 내 비치 

_ 주소 : 은평구 통일로 684 1 동 1 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팀 

02 한겨레 서울앤 소식 게재 

_ 매주 금요일 서울 지역에 한겨레 섹션으로 배포 

_ <시민사회소식> 코너에 시민 참여가 가능한 기업, 자치구 소식(공모, 장터, 교육 등) 

단신으로 홍보물 이미지와 함께 게재 

※ 매주 월요일 오전 취합된 소식을 발송하며. 사전 제작 방식으로 인해 2 주 이상의 여유 

기간이 있어야 함 

센터 로고 파일 

sehub.net > 아카이브 > 홍보자료 게시판에 ai, jpg 파일 게재 

온라인 홍보 채널 

이용 안내 

기타 

오프라인 홍보 채널 

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