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월별 컨셉 방송일자 방송기업 소속 재품 및 서비스

07일 시구담당 기획의도, 전체 방송방향

3월

(4회)

새로운 시작

봄소리 I

- 집 가꾸기

14일 러블리페이퍼 부평구 폐박스를 이용한 캔바스아트

21일 비영리민간단체 네오맨 남동구 벽화 인테리어, 건축물관리

28일 한지생각이닥(주) 중구 한지공예교육, 판지갤러리 운영 

4월

(4회)

봄소리 II

- 나 가꾸기

04일 리스펙
미추홀

구
기업구직자 PR영상 채용

11일 ㈜오셰르 연수구 화장품 제조 판매

18일 파라서 서구 악세사리 제조 판매

25일 새벽 동구 천연화장품 제조판매

5월

(5회)

교육과 문화 I

- 교육사업

02일 느루공예협동조합 부평구 문화상품개발 및 교육사업

09일 글로벌교육공동체 연수구 교육컨텐츠 개발

16일 ㈜차이나브이중국어마을 중구 중국어교육기관

23일 ㈜비아이이 계양구 지역중심의 교육·문화기획

30일 꿈꾸는문화놀이터 뜻 남동구 문화예술 및 교육사업

6월

(4회)

교육과 문화 II

- 교육체험

06일 협동조합 다온공간 붓 연수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교육

13일 ㈜인천개항 중구 다양한 체험카페, 기념품제작

20일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부평구 인성교육 및 다문화복지사업

27일 ㈜한사랑 식판선생님 중구 어린이집, 유치원 식판 소독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 방 송 명 : TBN 경인교통방송 ‘TBN 경인매거진’

❍ 대    상 : 인천광역시 8개 구 예비스타사회적경제기업

❍ 방송시간 : 매주 목요일, 17:15

▶ 방송내용 :

‘19. 3. 7.(목)
코너 편성 취지 및 현황 등 소개
- 사회적경제 개념, 코너 편성 취지, 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등

‘19. 3.~10.
인천광역시 각 구에 소재한 예비스타사회적경제기업 홍보 
- 소셜미션, 사회적가치 창출, 운영사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

▶ 방송순서 : 월별편성표에 맞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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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회)

문화생활

- 예술공연

04일 추억극장 미림 동구 무성영화 상영관 운영

11일 ㈜퓨전국악단 구름 연수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

18일 (사)한국복지나눔 서구 차 유통판매, LED사업

25일 시구담당 상반기 정리

8월

(5회)

건강한 여름

- 관리

01일 (주)흙마을 동구 도예치료 및 문화예술치료

08일 ㈜스트레이트 미추홀구 직장인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등

15일 강화초록식품 부평구 건강식품 강옥고 등

22일 바른체형 계양구 체형측정 장비개발 등

29일 ㈜예솜 동구 주택관리

9월

(4회)

풍요로운 가을

- 맛소식

05일 ㈜잇츠고 미추홀구 푸드트럭 O2O서비스

12일 까레몽 협동조합 남동구 제과 제빵

19일 ㈜클림 미추홀구 캐더링서비스 등

26일 ㈜다누림푸드 남동구 꼬치제조 판매

10

월

(5회)

함께하는 삶

- 돌봄, 취미 등

03일 ㈜가까이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서구 재가 장기요양, 노인돌봄

10일 함께사는 마을㈜ 계양구 중고의류 , 폐현수막 재활용 등

17일 ㈜유정피싱 서구 낚시대 제조 및 판매

24일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계양구 복사용지, 화장지 제조

31일 시구담당 상하반기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