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72호 (09.11)

SOVAC 2020 On-Air

SOVAC, Social Value Connect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
감대 확산과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민간
최대의 Social Value 행사입니다. ( ~9/24) ...

 

한세연 블로그/뉴스레터 구독

한세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노력의 하나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제1회 도전.한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9.15)
[특허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 개최 공고
[사회연대은행] 한전KDN사회적경제 기업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서울시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9.23)
[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광역지원기관 운영 용역 입찰 공고 (~9.15)
[안내] 2020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10.12)
서울시50+패밀리
[라이나전성기재단] 4회 라이나 50+어워즈 수상후보자 공모(~9.25)
[재단]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활용 50+적합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모사업(~10/30)
서울산업진흥원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0.09.23까지)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모집(2020.09.25까지)
핀테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0.09.25까지)
포스트 코로나 특화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0.10.08까지)
서울 VR/AR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0.10.05까지)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020.09.22까지)
마곡지구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모집(2020.09.22까지)
신나는조합
[사랑의열매X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팀 공모(~9.21)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3기 모집 공고(~10/6)
함께일하는재단
한전KDN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9/15(화) 24시까지)
Koica
2021년도 KOICA CTS 공모 공고 및 언택트(Untact) 공모 설명회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회계검증 용역 수행단체 선정 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제 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10/12)
경기문화재단
2028생생1990 외벽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입찰 공고

https://gcrcenter.github.io
https://socialvalueconnect.com/program/online_session_list.do?gnbSeq=5&categorySeq=7
https://socialvalueconnect.com/program/online_session_list.do?gnbSeq=5&categorySeq=7
https://gcrcenter.github.io/register/
https://gcrcenter.github.io/register/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294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58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60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EC%84%9C%EC%9A%B8%EC%8B%9C-%EC%A2%8B%EC%9D%80%EB%8F%8C%EB%B4%84-%EC%A2%8B%EC%9D%80%EC%9D%BC%EC%9E%90%EB%A6%AC-%EC%95%84%EC%9D%B4%EB%94%94%EC%96%B4-%EA%B3%B5%EB%AA%A8%EC%A0%849
http://sehub.net/archives/2057580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2020-%EA%B3%BC%ED%95%99%EA%B8%B0%EC%88%A0%EC%9D%B8-%ED%98%91%EB%8F%99%EC%A1%B0%ED%95%A9-%EA%B3%B5%EB%AA%A8%EC%A0%8410-1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848940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7070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1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2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2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4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4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4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3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90
http://hamkke.org/archives/4042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1198/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106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11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041
http://www.ggcf.kr/archives/126620


「경기문화재단 통합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용역 입찰 공고(긴급)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인권활동 지원사업 <인권으로 연결하다> (~9/30)
[진저티프로젝트] 성평등한 조직문화 백일장 공모 (~9/22)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마을의제 해결형 크라우드펀딩
노량진 공시생 건강라이프 《공강Dream》생활지원 사업
공공조달 진출지원 컨설팅
아동청소년복지 공모사업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공헌센터X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제4회 사회공헌 파트너 매칭데이 ...
[대구시]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9.18)
[LH] 완도군내 LH1 단지내 사회적기업 모집 공고(~10.30)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재공고(~9.16)
[안내] 2020 서울혁신파크 2차 입주모집(~9.23)
서울시50+패밀리
[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 혁신의 모험가 소셜크루 모집(~9/14)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입문 4기 교육(~10.15, 선착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참여 기업 모집(~9.20)
[MBC귀농아카데미] 농림부반 교육생 모집(~9.14 외)
[경상남도 귀어학교] 2020년 6기 교육생 모집(~9.25)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자 모집(~10.4)
[서부]2020년 <굿잡5060> 참여자 모집 [~9.24]
서울산업진흥원
9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09.13까지)
글로벌유통사관학교 슈퍼루키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2020.09.18까지)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 개발 참여기업 모집(2020.09.21까지)
하이서울쇼룸 입점기업 연장 및 신규 선발 모집 공고(2020.09.16까지)
DMC XR 코워킹 오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10.02까지)
서울기업 OJT 프로젝트 2회차 참여기업 모집(2020.09.23까지)
중소기업 신입사원 온라인 직무역량교육 참여기업 모집(2020.09.30까지)
베트남 K-MARKET 연계 현지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2020.09.25까지)
서울일자리포털
9월 24일 [온라인] 청년취업특강(2030신입)
신나는조합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4F 창업랩 입주단체 신규 모집 공모(~10/8)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9/18)
[LG소셜캠퍼스] 로컬 밸류업 참가자 모집 (~9/18)
[(사)갈등해결과대화 ] 갈대의 내일을 위한 대화시리즈2. 이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 (9/24~)
(한국임업진흥원) 2020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9/24)
(설명회)[한국임업진흥원]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온라인 설명회 공고 (9/15)
[설명회]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온라인 설명회 공고 (9/15)
(여성가족부)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9/25)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청년 소셜벤처 창업경진대회 ‘2020 소셜챌린지 a7’ 모집 공고(~9.18)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 2020년 「경력단절예방ᆞ극복 우수사례」 공모
★★★(재)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 모집★★★(1차 접수 : ~ 9.13(일)까지)
서울우먼업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획자' 창업과정 교육생 모집(~9/20까지)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전자입찰분야 입찰분석사/텔레마케터 양성과정 교육생모집(~9/29까지)
서울NPO지원센터
[민주주의 서울]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9/12)
\'청년일자리 멘토링 α 프로젝트\' 멘티 모집
[전국귀농운동본부] 내 손으로 빚는 전통술, 부의주(9/27)
[누구나스타트] 구글 G 스위트 : 원격근무가 어려운 비영리조직을 위한 최적의 스마트워크 도구 (9/16)
[서울시복지재단] '코로나블루 극복하기' 온라인 언택트 강좌 모집(~10/12)
등기/법무상담/소송 등 법무 관련 문제 해결 지원 신청
[월드비전]아동권리와 코로나19 웹세미나(9/15)
[성평등도서관여기] 라이브 북토크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저자 김지경 기자 (9/15 18:30)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차별에 맞선 별> 청년 커뮤니티 참여자 모집 (~9/17)

http://www.ggcf.kr/archives/1264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70&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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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_2017&wr_id=387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9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9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85&qstr2=page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552&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58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67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ehub.net/archives/2057697
http://sehub.net/archives/205781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4178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2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5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2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3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1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816038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698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0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2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2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7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04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89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1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4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8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7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01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00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99
http://hamkke.org/archives/40412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8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82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494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498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7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5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9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3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사회서비스 특화)
[아카데미느티나무] 온라인 강좌 - 코로나 팬데믹 위기, 지속가능한 사회와 시민연대 (9/15 개강)
[서울환경연합] '따인의 삶(따릉이를 타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9/7~9/30)
[한국방정환재단] 온라인 프로그램 - "랜선 담벼락 예술 탐험" 참가자 모집 (~9/15)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노량진 공시생《공강Dream》생활지원 (~11/30)
[누구나스타트] 업무는 업무메신저로! 슬랙과 잔디 무엇을 쓸까? (9/25)
[비영리스타트업] 온라인 네트워킹포럼 민주시민교육편 <10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9/22)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9.15.)
[LG소셜캠퍼스] 2020 LG소셜캠퍼스 1분 1초 영화제 (~9.21.)

[모집공고]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환경분야 청년창업 발굴 경진대회(~10.20.)
[인천광역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9.15.)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6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9/24~2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청년참여자 선발 재공고(~9/18)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 직원 채용(창업 지원사업 담당자)(~9/13)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9차 직원채용(~9.23)
서울시50+패밀리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5기 모집(~9/22)
함께일하는재단
창업 지원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모집(~9/13)
사회적가치연구원
[정시채용-학술연구] CSES 인재 정시채용 (~9/16)
서울NPO지원센터
[인권연대]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9/14 마감)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정규직 (사회공헌센터_기업자원봉사팀) 채용 공고(~9/24)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모집 공고 (신입/경력직) (-9/22)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직 팀원 1명 채용 공고(~9/13)
[사단법인 스파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사회혁신 신규사업 기획 운영 담당 직원 채용(~9/20)
[카카오임팩트] 초기 사회혁신팀의 성장을 지원하는 Next Project 2020 참여팀 모집! (~11/30)
[국제앰네스티]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채용(~9/27)
[환경재단] 제18기 시민단체 상근자 장학생 모집 (~10.14)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팀 팀원(기간제) 채용 공고(~9/17)

행사/캠페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공정무역 포럼(8.21-9.17)
[안내] 서울시 마을기업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 간담회(9.14)
[안내]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경제 정책 토크 콘서트(9.16)
서울시50+패밀리
[해양수산부]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9.16~20)
[서울시·중랑구] 서울도시농업박람회(9.24~27)
[재단]2020년 제1회 생애전환지원포럼 개최 안내(9/17)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제7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개최(~9.13.)
서울NPO지원센터
[KSOP]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디지털 포럼 2020 (9/15)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의미 있는 변화와 차이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십 워크숍(9/24.목)
[민주언론시민연합] [집담회] 진실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넷플릭스파티로 드라마 <아르곤> 함께 보기(9/16)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기획제작팀] 2020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작 공동창작/연출 임성현) 개막(9.2.~9.13.)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866&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60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200&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90&m3=&board_mode=view&board_no=6203&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6&m3=83&board_mode=view&board_no=6212&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215&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bsec.or.kr/board_JkIH72/13400
http://bsec.or.kr/board_VfTS43/13455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notice_job.do?cmd=&search_word=&board_code=BO19&category_id=&seq_no=243606&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sehub.net/archives/205776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70690
http://hamkke.org/archives/40525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5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57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2020-%EA%B3%B5%EC%A0%95%EB%AC%B4%EC%97%AD-%ED%8F%AC%EB%9F%BC8-21-9-17
http://sehub.net/archives/2057760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EC%BD%94%EB%A1%9C%EB%82%98-%EC%8B%9C%EB%8C%80%EC%9D%98-%EB%85%B8%EB%8F%99%EA%B3%B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A0%95%EC%B1%85-%ED%86%A0%ED%81%AC-%EC%BD%9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09420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09371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190389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41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54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4147


스마트공장 고도화(중간2이상 구축예정 기업)(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사업(추경) 공고)[~2020-09-1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국내복귀기업 지원)(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ᆞ확산사업(추경) 공고)[~2020-09-15]
재창업 활성화 유공 포상 공고(재창업기업, 재창업 기반조성 부문)[~2020-09-16]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중소기업 R&D;사업 개발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2020-09-14]
2차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0-09-14]
AI분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마중 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협력)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0-09-17]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0-09-15]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09-23]
8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공고[~2020-09-18]
청년 스타트업 콘테스트 청청콘 참가자 모집 공고(비대면 청년창업 육성사업)[~2020-09-18]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계획 공고(K-유니콘 프로젝트)[~2020-09-22]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진단ᆞ기획)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0-09-14]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ᆞ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공고[~2020-09-2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차) 시행계획 공고[~2020-09-29]
9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0-09-30]
1차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e-B2G)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18]
2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15]
초기창업패키지 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력)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0-09-14]
피아미디어그룹-태국 TV 프로그램 활용 중기제품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2020-09-1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2020-10-08]
AI 챔피언십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2020-09-29]
베트남 하노이 식품 및 화장품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여성기업 모집 공고[~2020-09-15]
4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러시아)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14]
5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중국)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21]
2021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2020-09-25]
글로벌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4]
보건복지부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0-10-06]
KiMES Busan 국산 수술용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0-09-18]
산업통상자원부
제22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2020-09-25]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 지원과제 3차 모집 통합 공고[~2020-09-17]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09-16]
디자인주도 제조혁신(경기센터ᆞ경남센터)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0-09-23]
6차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 공고 안내[~2020-09-18]
K-Robot in China (한ᆞ중 스마트팩토리 플라자)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6]
소재ᆞ부품ᆞ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09-22]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09-23]
4차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2020-09-21]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09-24]
한국자동차 산업 및 국제수송기계부품 전시회(KOAAᆞGTT) 뿌리산업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4]
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09-25]
민ᆞ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2020-09-25]
민ᆞ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2020-09-25]
호주 eBay 파워셀러(생활용품ᆞ소비재) 입점 지원사업 공고[~2020-09-18]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2020-09-21]
3차 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사업(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30]
아프리카 소비재 수출대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8]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2020-09-29]
3차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지원사업 상용화기술지원사업 공고[~2020-09-15]
Korea ICT Innovation plaza in Shenzhen(중국 선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09-16]
2021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2020-09-29]
기업의 위기관리 대응 자사 BCP(사업계속계획) 구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지원)[~2020-09-22]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2차 공모[~2020-09-17]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0-09-24]
K-Global@China K-Pitch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1]
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연장 공고[~2020-10-30]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협업모델) 모집 공고[~2020-10-12]
연구개발특구ᆞ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전시회(COSMOPROF ASIA)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
21]
베트남 하노이 IT지원센터 (ICT)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09-23]
KSM(KRX Startup Market) 등록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2020-10-08]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금리우대)[~2020-10-05]
방송 해외마켓(TIFFCOM)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6]
스타트업콘(Starup:CON) 쇼케이스 참가기업(콘텐츠 스타트업) 모집 공고[~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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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7]
해외투자유치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지원 론치패드(LAUNCHPAD) 2020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14]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2020-09-20]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모집 안내[~2020-09-18]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2020-09-16]
2차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공고[~2020-09-15]
3차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1]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 공고[~2020-09-21]
국토교통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0-09-29]
해양수산부
3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020-09-15]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기술마케팅 희망기술 접수 공고[~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0-09-18]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추진계획 3차 재공고[~2020-10-05]
한-러시아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비대면)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8]
스마트팜 데이터 맞춤 활용지원 시범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안내[~2020-09-29]
정부ᆞ민간 공동펀딩(역매칭)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2020-09-14]
방위사업청
2차 방위산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09-15]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주관기업 모집 공고[~2020-09-18]
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09-15]
기상청
배달주문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 기상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09-18]
특허청
질병관리본부 연구성과 이전기업(제약ᆞ바이오분야) 실용화 지원 계획 공고[~2020-09-18]
3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공고[~2020-09-25]
조달청
K-방역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2020-09-15]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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