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실무노하우 BEST

기본정보

행사기획

공동작업

자료공유

디자인

웹 / SNS

학습과 성장

공간정보

구인구직

운영사무

1 통계청

1 온오프믹스

1 구글드라이브

1 드롭박스

1 더나운프로젝트

1 생활코딩

1 기빙코리아

1 서울시NPO지원센터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인정보

1 비영리 세무회계 가이드

연도별, 지역별 인구통계와
주제별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

행사 참석자를 모집할 때. 홍보와
참석자 관리, 참가비 결제 등

문서작성, 엑셀, 설문조사폼 등
다양한 작업을 여럿이
함께 할 수 있음

파일 및 폴더 형태로 자료를
공유할 때. 2GB까지 무료이며
공유링크도 제공

프로그래밍을 초보부터
다양한 기술별로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습사이트

국제 기부문화 현황이 궁금할 때.
아름다운재단의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공익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100석 규모의 행사장, 40명,
10명 안팎의 회의실 등

각종 시민단체 구인정보가
올라오는 게시판

비영리에 알맞은 세무,
회계처리 기준이 궁금할 때

dropbox.com

opentutorials.org

bfarch.tistory.com

goo.gl/0KeBC5

goo.gl/1D3k4f

goo.gl/qjQO9h

google.com/intl/ko/drive

간단한 아이콘, 이미지파일을
찾아볼 수 있는 곳.
무료/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함

2 위트랜스퍼

2 테크숩코리아

2 모떠꿈

2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인정보

2 도움과 나눔

2 트렐로
카드 형태로 업무를 배열하면서
프로젝트를 공동 관리,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2GB 이하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때. 이메일을 사용하며
모바일 앱도 지원함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방법.
대화와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는 워크숍 개최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공간
대관 및 행사 예약 서비스 제공

trello.com

wetransfer.com

onoffmix.com

kostat.go.kr

thenounproject.com

2 위즈돔

2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정책 자료가 필요할 때

행사 참석자를 모집할 때.
모임이나 워크숍 등
소규모 활동에도 적합

nars.go.kr

wisdo.me

3 지방재정고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NOW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과
예결산 정보, 지방세, 지방공기업
관련 공개데이터를 찾을 때

lofin.moi.go.kr

공익활동을 홍보할 때.
시민단체 각종 행사 정보가
올라오는 곳

goo.gl/X252pR

4 대한민국 정보 공개
정부기관이 공개한
원문자료를 찾아보거나,
정보공개를 청구를 할 때

open.go.kr

5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자치에 기반한 풀뿌리
현장 활동자료를 찾아볼 때

grasslog.net

4 미트업
온라인으로 모임을 개설하고
참석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techsoupkorea.kr

infogr.am

소셜미디어 형태로
공동작업에 필요한 채팅 및
자료공유 기능 제공

프리젠테이션이나 자료집
등을 공유/공개할 때

3 인포그래픽스

slideshare.net

국내에서 제작, 공개된
인포그래픽 사례를 찾아볼 때

goo.gl/6DcbtQ

4 이슈

info-graphics.kr

4 소시지

정기간행물, 자료집, 홍보물 등
문서자료를 공유할 때

4 디자인씨드

issuu.com

특정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찾아볼 때.

design-seeds.com

slack.com
4 마인드맵

5 공유허브

okmindmap.com

5 사운드클라우드

5 두들

음악, 팟캐스트 등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공유 할 때

일정을 잡을 때. 여러 사람이
각자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조율할 수 있음

doodle.com

soundcloud.com

yeyak.seoul.go.kr

thechange.kr
3 구글웹분석

3 슬라이드 셰어

meetup.com

sharehub.kr

간단한 데이터로 인포그래픽을
작성할 때. 로그인해서 데이터
를 입력한 후 원하는 그래픽을
선택하면 완성, 공유가능

비영리단체를 위한
기술지원정보가 필요할 때

3 슬랙

작업 흐름이나 매뉴얼,
단계별 자료링크 등을
정리하고 공유할 때

물건, 공간, 자료 등
공유 관련 활동을 알리거나
정보를 찾아볼 때

2 인포그램

웹사이트 방문자와 조회수,
인기 컨텐츠, 사용자 분석 등이
필요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홍보/
마케팅할 때.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 선택 가능

socg.co.kr

3 서울여성플라자
3 체인지온
다음세대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비영리미디어컨퍼런스.
미디어 관련 흐름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음

changeon.org

국제회의장, 아트홀, 회의실,
세미나실 등 구비. 여성단체
50% 할인.

goo.gl/oUlPHH
4 스페이스 클라우드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의 IT역량과
기반 강화가 필요할 때

좋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유 서비
스로, 공간을 등록하거나 대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npoit.kr

spacecloud.kr

4 비영리IT지원센터

5 해피빈
5 티셔츠 만들기 시뮬레이션

기념티셔츠를 제작할 때, 업체에
주문하기 전에 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티셔츠 도안에 얹어
시안을 만들어볼 수 있음

온라인 기부와 캠페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할 때

happybean.naver.com

5 스노우

5 바이왓유빌리브

해외의 유익한 영상강의를
번역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

대안적 소비를 추구하는
공간을 소개하는 플랫폼

사회복지 부문 구인정보를
올리거나 찾아볼 때

goo.gl/hmF71f
3 서울잡스
구직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구인 정보 사이트

비영리 운영/행정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doumnet.net
3 심플로우
행사 현장에서 청중과의
소통이 필요할 때

symflow.com

seouljobs.net

4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다듬기 서비스

4 워크넷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문, 보도자료 등 공식 문서를
작성할 때 적절한 표현법이나
어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work.go.kr

goo.gl/cxQvwZ

5 한국외대통번역센터

5 폼택 주소라벨

통역자를 구하거나
번역을 의뢰할 때

우편물 주소 등 라벨을 출력할
때 용지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hufscit.com

formtec.co.kr

bwyb.net

snow.or.kr

goo.gl/hEUyI1
서울시NPO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 큐레이터의 추천을 받아, 비영리 실무자가 참고하면
좋을 노하우를 모았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정보아카이브를 방문하시거나,
각 항목의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소개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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