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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부 100만 시대 5개년 종합계획

서울시는 20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
안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
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비대면 디지털 역량교육(온라인, 상시)

스마트 기기와 비대면 화상 솔루션 활용 교육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라구요? 일단 클릭!)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원]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
[공고] 2020년 한국남동발전 「제3회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에...
[더 브릿지]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노랩B (~9/27)
[함께일하는재단] 2020년 2차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COOP협동조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0 공공혁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10.14)
[부산경제진흥원] 2020 부산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10.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도시재생 기금지원 국민아이디어 공모전(~10.19)
[공고] 2020년 사회적경제 미래세대 포스트코로나 국제협력·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10.5)

[공고]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예술·관광·공연·교육·외식 분야) 2차 모집 지원기업 선정 서류적격검토 결과
공고
[공고] 비대면 사업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10.7)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울만항만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UPA 혁신 IDEA 공모전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확실한 변화를 위한 HRDK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년 ICT/SW기반 전라남도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감동 사례 공모전 안내
[한전KDN] 2020년도 한전KDN 대국민 좋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한국중부발전] 제1회 사회적기업 장기근속 종사자를 위한 복지지원 사업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리뉴얼을 위한 수요기업 및 전문가 모집(~9/27)
서울시50+패밀리
[중소벤처기업부] 제8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10.5)
신나는조합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3기 모집 공고(~10/6)
함께일하는재단
2차 성동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지원사업(~10/13)
울산항만공사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VR/AR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0.10.05)
포스트 코로나 특화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0.10.08)

https://gcrcenter.github.io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6466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6466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5094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5094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378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8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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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3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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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71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67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2020-%EB%8F%84%EC%8B%9C%EC%9E%AC%EC%83%9D-%EA%B8%B0%EA%B8%88%EC%A7%80%EC%9B%90-%EA%B5%AD%EB%AF%BC%EC%95%84%EC%9D%B4%EB%94%94%EC%96%B4-%EA%B3%B5%EB%AA%A8%EC%A0%8410-19
http://sehub.net/archives/2058366
http://sehub.net/archives/2058562
http://sehub.net/archives/2058489
https://gsec.or.kr/forum/view/63585
https://gsec.or.kr/forum/view/63578
https://gsec.or.kr/forum/view/63421
https://gsec.or.kr/forum/view/63276
https://gsec.or.kr/forum/view/63163
https://gsec.or.kr/forum/view/63160
http://bsec.or.kr/board_VfTS43/1344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09341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990
http://hamkke.org/archives/40715
http://hamkke.org/archives/4067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4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4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라자다,쇼피,타오바오,아마존) 참가기업 2차 모집
SBA웹툰파트너스 [2020 서울웹툰공모전] 개최
(SBA with Partners) 2020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공모(2020..
Koica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스터디투어 공모 안내
2021년 상반기 ODA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 공모
KOICA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사전공고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공모 안내
디지털 뉴딜을 위한 KOICA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과 혁신 시범사업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 운영학교 공모
서울문화재단
[사전공고] 2020년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Project Unfold X (프로젝트 언폴드엑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자체 서버실 구축 및 시스템 이전 용역 사업(긴급)
서울연구원
시민이 직접 ‘언택트 도시’ 연구…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좋은서울」 공모
광주복지재단
[접수중]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참여기관 모집(~10.16.)
서울NPO지원센터
[숲과나눔]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연구논문 공모 (~10/5)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인권활동 지원사업 <인권으로 연결하다> (~9/30)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없는 일터 만들기 슬로건‧에세이 공모전 (~10/30)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한살림재단] 2020년 11월 ‘생명밥차’ 지원사업 안내(~10/11)

[서울시복지재단]2020서울스마트복지컨퍼런스 복지영상공모전(10/12~30)
[서울시복지재단] 2020년 서울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9/21(월)~10/14(수))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하반기 - 기부문화 석·박사 연구지원사업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2020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결과 공고
[Gsef] GSEF 웨비나 시리즈 4번째-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
[상상우리] ME&WE; 워크숍 참가자 모집(사회적경제 1-3년차 종사...
[동사경센터] 동대문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Innovation Stat...
[농림축산식품부] 제 21회 2020 용스네쇼 「창업트렌드학」 용스네...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창업 LAB 입주단체 모집 (~10/8)
[언더독스] KB금융캠퍼스 S.I.N.G 프로젝트 2기 모집(~10....
COOP협동조합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창업센터(정글ON＠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 입주기업 모집(~10.7)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액션플랜 수립 용역(~10.7)
[공고] 2020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캠페인 바이소셜X서울 [SE:크리에이터] 2차 참여자 선정 심사 결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9.25. 17:00까지] 마을기업 경영지원 홍보물품 제작 지원 사업 신청기업 모집공고
[공동체디자인연구소]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안내
[지속가능경영재단]사회적경제 열린학습: 코로나 Jump Up! 수강생 모집 안내
[카드뉴스]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 지원 후기!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모집공고] 2020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사업 수강생 모집(~10.26.)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마감)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경영역량 강화교육 『제4회 SNS 홍보·마케팅을 위한 제품사진 촬영 노하우』 개최(10/6)
. 북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 수강생 모집(~10/26)
금정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 수강생 모집(~10/10)
"2020 부산 사회적경제 크리에이티브 서포터즈" 우수팀 영상공개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결과 공고
청년희망 날개통장 신청 (~9/23)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메프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8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7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7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51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50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285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280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3515/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21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208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21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408
http://www.ggcf.kr/archives/127498
https://www.si.re.kr/node/63848
https://www.gjwf.kr/web/Board/5094/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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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3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3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34&qstr2=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38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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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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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3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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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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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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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2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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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30&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69
http://sehub.net/archives/2058519
http://sehub.net/archives/2058511
https://gsec.or.kr/forum/view/62243
https://gsec.or.kr/forum/view/63271
https://gsec.or.kr/forum/view/63181
https://gsec.or.kr/forum/view/63400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6&m3=83&board_mode=view&board_no=6234&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bsec.or.kr/board_JkIH72/13522
http://bsec.or.kr/board_VfTS43/13620
http://bsec.or.kr/board_VfTS43/13596
http://bsec.or.kr/board_JkIH72/13660
http://bsec.or.kr/board_VfTS43/13657
http://bsec.or.kr/board_VfTS43/13677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98


코리아세일페스타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ON&OFF;) '득…
방구석1열 취미 생활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사회적경제
코로나 19로 단절된 일상을 다시 이어나가는 <다시이음 콘서트> (9/25)
협동조합 하반기 맞춤형아카데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 협의체 활성화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자 모집(~10.4)
[서울자유시민대학] 2020년 온라인 퇴근길 시민대학 운영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상담(9.24~10.7)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단체) 공모(충원 시)
[사람과 세상] 경기도 협동조합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10.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기술창업 세미나 참가자 모집(~10.12, 선착순)
[남부]『우리동네 놀이돌봄선생님』 양성과정 최종합격자 및 교육 안내(4차)
신나는조합
[ 통영리스타트플랫폼] 4F 창업랩 입주단체 신규 모집 공모(~10/8)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10/23)
[SK프로보노]온라인 자문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인사노무/재무회계)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신청★
사람과세상
[SE] 2020년 10월 (예비)사회적기업 온라인 설명회 안내
함께일하는재단
[KB Impact Streaming Program] 예비창업가를 위한 언택트 창업교육 참여팀 모집 안내(~10/4)
경기도일자리재단
4060재취업지원사업 기업연계직무훈련프로그램 교육생모집
[면접 공지] 온택트 교수법 역량강화
[합격자발표] 3기_ HACCP 품질관리전문가과정
서울마을공동체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누구나대화모임@서..
서울마을주간 관악마을자치센터 홍보 티저영상
서울마을주간 관악마을자치센터 (마스크스트랩으로 연결되는..
강서마을자치주간 우린 걷기로 했어요. 지구의 회복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신입사원 온라인 직무역량교육 참여기업 모집(2020.09.30)
DMC XR 코워킹 오피스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10.02)
비즈 크리에이터단 입주/비입주 참여기업 모집(2020.10.04)
10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10.11)
2021년 하이서울기업 신규 모집 공고(2020.10.16)
SPP-신남방 온라인 비즈매칭 참가신청 안내(2020.10.02)
서울시 창업지원펀드 출자사업 추가공고(2020.10.14)
상반기 서울시 서울바이오 펀드 출자사업 재공고(2020.10.14)
SEOUL MADE 태국 브랜드 매장 입점지원 참가기업 모집
Koica
KOICA-UNOPS 협력 조달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및 사전정보 안내
COVID-19상황에서의 원격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웨비나
서울우먼업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전자입찰분야 입찰분석사/텔레마케터 양성과정 교육생모집(~9/29)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10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북부여성발전센터:[합격자발표] 실버시설 행정실무자 양성과정 최종합격자 발표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0년 북부마이크로크레딧 여성창업자금 대출 신청자 모집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안무렉쳐시리즈 제7회차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온라인>삼각산시민청 10월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큰별(太星)쌤 최태성 온라인 토크콘서트 안내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참여 안내
경기문화재단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내학술심포지엄
《코끼리를 데이터에 넣는 방법 – 해커톤》 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뉴스
서울시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공재정환수법 소개
사전컨설팅제도 우수사례
서울시, 주거+돌봄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10.15~20 신청접수
서울대공원,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무료 체험 `나혼자 나무탐험`
‘서울캠퍼스타운! 유튜브를 점령하라!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4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41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448
http://djse.org/app/board/view?md_id=train&code=1140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6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29151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47915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46088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46083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46085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460828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945528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389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04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09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1100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34&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hamkke.org/archives/40747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89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90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89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2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5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52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65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3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1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6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7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7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8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8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76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351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3516/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498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17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17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17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41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413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410
http://www.ggcf.kr/archives/127505
http://www.ggcf.kr/archives/127508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37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29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288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093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8503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608


서울대공원 ‘세계 코뿔소의 날’ 맞아 멸종위기종 코뿔소 영상 유튜브공개
서울 캠퍼스타운 9개 교수창업팀, 바이오·AI 혁신기술 개발 나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 응원!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그램 안내
전국희망나눔 챌린지 홍보 안내
서울에너지포럼(Ⅱ) 「도시형 소형풍력발전 기술동향 및 확대방안」 온라인 개최
광주복지재단
[접수예정] 사례관리전문가교육 - 기초과정 교육 신청 안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생모집] 스마트폰 활용교육(천안)
[교육생모집]스마트폰 활용 교육(서산)
[안내]충청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교육생 모집
제주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비대면)찾아가는 배움터' 추가 모집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서울환경연합] '따인의 삶(따릉이를 타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9/7~9/30)
[서울시뉴딜일자리] 경영지원 실무 전문가 양성 및 청년취업지원 과정
[서울시뉴딜일자리] 소셜 전문마케터 양성 및 청년취업지원 사업
[서울시 뉴딜일자리] 국내외 B2G 마케터 양성 및 청년 취업지원과정 4기 모집중
「2020년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산업정책연구원] 제7회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_CSV포터상 공고 (10/30)
[한국환경회의] 한국판 그린뉴딜과 환경운동 (2020.9.25, 금)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 창립8주년 기념 라이브방송 사전신청(~10/6)
[한국모금가협회]<온ON: Tact 택트 패키지> 2020 하반기 모금실무코칭강좌 수강생 모집(~11/13)
[꽃다운친구들] 쉼이 있는 청소년 갭이어, 6기 모집 설명회 개최(10/17, 24, 29)
[노회찬재단] "재난시대, 한국 사회를 탐색하다" 노회찬정치학교 2기 모집 (~9/27)
국립중앙도서관 1인미디어 아카데미 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킴킴변호사 무료특강
[해외주민운동연대] 아시아주민조직연대 50주년 기념 사진전 "아시아마을과 사람들" (9/2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참가자 모집(~10/7)
[공유대구]2020 공유대구 도시 커먼즈 아카데미 모집(~10/0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연말모임 대관 장소(~12/31)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사람, 책, 위로’가 있는 서클 대화(10/6~)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20 비대면 여성인권후원의날 여전은 지금도(~10/18)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집콕하는 페미들의 한줄기 빛, 페미Good판! (10/5)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서비스 공백해소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10/21)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10/7~)
[모두의 회의] 청년 퍼실 첫술 완성(10/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먼저 떠나는 평양여행~ 평양여행학교 1기 입학생 모집! (9/21~10/18)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수도권지역 직업교육거점센터] 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11/...
[지구샵] 그래픽디자이너, 마케터(컨텐츠기획자) 채용 (~10/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수리마포 동네생활수리학교 참여자 모집(~9.24)
[안내] 사회적경제조직 레벨업 교육 ‘기초 인사노무 관리’ 참여 모집(~9.25)
[공고] 2020년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추가모집 선정 결과
[안내] ME&WE; : 걸어온 나, 걸어갈 우리 워크숍 참여자 모집(~10.5)
[안내] 소셜라이프스타일편집샵 <소영씨스토어> 입점기업 2차 모집(~10.1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10~12월, 상시모집)
서울시50+패밀리
[서울디지털재단] 2020 어디나 지원단 모집(~9.25)
[남부]<따라하고 싶은, 50플러스 50플렉스(FLEX)> 참여자 모집
[디지털대장간] 직물 캠퍼스 1기 모집(~9.27)
[남부]북적북적 캠페인, <이병률 원 북 콘서트> 참여자 모집
[노원][공지사항] [채용] 노원50플러스센터 직원 면접전형 합격자 공고
사람과세상
[공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경기 참여 인력(조사원) 4차 채용 공고(모집기한연장 ~9/27 13:00)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2차 참여자 모집(~10.5)
Koica
르완다 2022년 농업분야 후보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키르기즈스탄 2022년 축산분야 신규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코이카X한국관광공사가 함께 하는 '남파랑길 안전지킴이' 모집
(재공고) KOICA 국별협력사업 UNICEF 우간다 UNV Specialist 채용 공고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8461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554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7692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035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8447
https://www.gjwf.kr/web/Board/5103/detailView.do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79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80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82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05&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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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ILO 청년 및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
우즈베키스탄 2021년 IT창업 분야 신규 후보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종료평가 참여 전문가 모집
제 2차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사회형평적 채용 포함)
서울우먼업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20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참여 모집(~9/30)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20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참여 모집(~9/30)
서울문화재단
제4차 임시직(행정스태프)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울뉴스
청정지역 프로젝트 시즌2 참여청년 추가모집(~10.8 18:00)
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홍보] CSES 인재 정시채용 (~9/27)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채용(~9/27)
[아름다운가게] 국제개발협력(해외나눔사업) 담당자(계약직) 채용(~10/04)
[사단법인 공감인] 마케팅 매니저(경력.계약직) 채용 (~9/29 마감)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모집 (~9/28)
[(사)국제한인간호재단]2020년 직원 채용 공고(~9/25 16:00 마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함께 일할 동료 2인을 찾습니다(~10/7)
[지구촌나눔운동] 2020 스터디투어 NGO길라잡이 원정대 모집 (-10/4)
[국제앰네스티] 사무처 직원(인권교육 담당자) 채용공고 (~10/25)
[지구샵] 그래픽디자이너, 마케터(컨텐츠기획자) 공개채용(~10/2)
[바보의나눔] 나눔사업팀 배분사업담당 직원 채용(~10/9)
『2020 어디나 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모집

행사/캠페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사회적경제 언택트 업무현황 설문조사 이벤트(~10.14)
[안내] 2020년 강남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9.25)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평구청] 사회적경제 가치 빈칸 채우기 이벤트(~9.30.)
서울시50+패밀리
[동아일보·채널A] 2020 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8.28~9.27)
[노원]★커뮤니티데이★젊은 날의 추억을 소환하라!(사전 이벤트)
경기문화재단
[이벤트] 경기문화재단 공식 포스트 운영 종료 및 《우리 이사가요》 이벤트!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안내]온라인성묘,차례지내기 인증샷 이벤트 안내
이로운넷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2020 협동조합 리더 조찬포럼 개최
경기뉴스
‘지역화폐’가 쏜다！…한가위 더 풍성하게 보내는 법오산·과천·남양주시 등 지역화폐 추석 이벤트 소개
DMZ는 평화를 원한다！…‘2020 DMZ 포럼’ 돌아보기
서울NPO지원센터
[피스모모] /온라인 집담회/ 이주민의 시선으로 본 평화 이야기 (10/27)
[지리산이음] 2020 지리산포럼 - 로컬라이프 (10/17~24)
[월드비전] 창립70주년기념학술포럼 개발협력현장의 통합적 접근과 지속가능성 (2020.10.08)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국내 최초 ‘드라이브 인 서커스’ 개막(9.18._10.11.)
[기획제작팀] 남산예술센터x한중연극교류협회 <제2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개최(10.13.~18.)
통계청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8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올해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라이프인
24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작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55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51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284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1658/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468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468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recruit_list.do?bcIdx=115403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9333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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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9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1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21&qstr2=page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96%B8%ED%83%9D%ED%8A%B8-%EC%97%85%EB%AC%B4%ED%98%84%ED%99%A9-%EC%84%A4%EB%AC%B8%EC%A1%B0%EC%82%AC-%EC%9D%B4%EB%B2%A4%ED%8A%B810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2020%EB%85%84-%EA%B0%95%EB%82%A8%EA%B5%A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97%AD%EB%9F%89%EA%B0%95%ED%99%94-%EC%9B%8C%ED%81%AC%EC%88%8D-%EA%B0%9C%EC%B5%9C9-25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90&m3=&board_mode=view&board_no=6229&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094196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9477610
http://www.ggcf.kr/archives/127549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8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8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09231552484369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09241513157034C0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01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388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40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59&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53&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49&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36&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19&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15&rowNum=10&amSeq=&sTarget=&sTxt=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252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도입 … 23일부터 공모 시작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의 미래"
[2020SOVAC] 미래엔 동학개미 SPC 투자운동!
[먼저온미래⑥] 빙산 위에서 아래로, 무력한 피해자에서 구호주체로
[SOVAC 2020] "공감하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현대차그룹·정몽구 재단, H-온드림 사업성과 공유 "사회적기업 238개 육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 '플랫폼협동조합'
전남도-SK스토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협약
아이쿱생협-행복얼라이언스-구례군, 구례지역 복지사각지대 아동 돕는다
[SOVAC 2020] 지금, 다시, 비영리를 말하다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 챙기는 '의료사협'…"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그린뉴딜 지역분권화, '분산에너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마노컴퍼니, 초등 저학년 미혼 가정 위한 워크샵 진행
이로운넷
사회문제 해결 위한 SOVAC 폐막
GSEF 사무국,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새롭게 변모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웨비나 개최
“ICT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삶기술학교 도시청년들, 고령자 운영 지역양조장 비대면 판매 지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국’으로 성장한 비결은?
[이강익 Talk to you] 10.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 지역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방안
“사회혁신가의 기본 자질은 공감이죠”
문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호소
주당들 모여라, 강원도 전통주 Flex!
청년, 지역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청년정책 콘퍼런스’ 개최
광주시, 한가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SE현장에서] 노동의 미래가 사회적경제와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플랫폼협동조합 투자자 없다면? 공동체주식에 주목하라!
굿네이버스 경기1본부, 화성시 저소득 가정에 ‘반짝반짝 선물상자’ 전달
코로나19 위기 사회적경제기업,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카드뉴스] 한가위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가치소비
사회 속 대체불가 비영리,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이익 추구하는 사람중심 제도”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자원재생활동가’, ‘러블리페이퍼’
'물부족 국가?'...해결사로 나선 사회적경제 '테크' 기업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우선출자·이종연합회 세부 규정 나왔다
최태원 회장이 추석연휴 SK 구성원에게 추천한 영화는?
[카드뉴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아름다운가게·사회연대은행, 퇴소 5년 이상 보호종료청년 지원 사업 실시
충남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드론 활용
추석선물,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에서 골라보세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 온라인 박람회’ 개최
와디즈·신용보증기금, 창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위해 협력
[참관기] 코로나19로 막힌 해외시장? 개척은 이렇게!
‘사회성과인센티브(SPC)’로 측정하는 사회적가치…당신의 기업은?
경기뉴스
[추석 경기 살리기④] 현명한 지역화폐 사용법 5가지할인가맹점, 로컬푸드직매장, 바리지마켓 등 사용처 소개
경기교통공사, 양주시에 둥지…경기도 5개 공공기관 이전 시군 확정일자리재단 동두천시, 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사회서비스원 여주
시 입주
산후조리비 지원, 10월부터 거주 기간 상관없이 도내 모든 가정으로 확대
세입자 ↔ 집주인 임대차 갈등,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벌초 대행’ ‘온라인 성묘’ 불효가 아닙니다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6차) 시행계획 공고[~2020-09-29]
9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0-09-3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3차) 시행계획 공고[~2020-10-08]
AI 챔피언십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2020-09-29]
벤처투자 온라인 IR(투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홍보 지원)[~2020-09-29]
제1회 창업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2020-10-22]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TechUP 프로그램 5기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05]
경기ᆞ인천ᆞ대전ᆞ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5G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모집 공고[~2020-09-29]
한ᆞ중 온라인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9]
2차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2020-10-16]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연계지원 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10-0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크라우드 펀딩 지원기업 모집 공고(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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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0-10-16]
고용노동부
2차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공고[~2020-09-28]
보건복지부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0-10-06]
산업통상자원부
KOAAᆞGTT SHOW 전기자동차(eMobility) 및 소재ᆞ부품ᆞ장비 테마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9]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선도형) 공고[~2020-09-29]
하반기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0-06]
6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0-0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2020-09-29]
3차 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사업(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30]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2020-09-29]
2021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2020-09-29]
3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0-07]
서비스 산업 온라인 마켓 (에듀테크ᆞ디지털콘텐츠ᆞ의료 등)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9]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생활용품, 뷰티, 패션 분야 참여기업 공모[~2020-10-28]
5차년도 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기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2020-10-16]
4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2020-10-06]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2020-10-07]
해양치안 화상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05]
2차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실증 운영지원사업 대상 기업 모집 공고[~2020-09-30]
KSM(KRX Startup Market) 등록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2020-10-08]
5, 6차 ICT 벤처투자유치지원 언택트(온라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0-05]
ICT 중소ᆞ벤처기업의 투자유치ᆞ업무협력 지원을 위한 4차 언택트(온라인)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장기화 대응)[~2020-
09-29]
KIC실리콘밸리 TRT(빅데이터ᆞ클라우드ᆞAI 분야)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09-27]
2차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ᆞ컨설팅 신청 안내[~2020-10-05]
한남대학교 과학벨트기능지구 창업성장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2020-10-05]
정보보안ᆞ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추가 선정 공고[~2020-10-08]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금리우대)[~2020-10-05]
전통문화분야 청년 초기 창업기업 지원 공고[~2020-10-05]
제2회 북경콘텐츠비즈니스상담회(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0-12]
제5회 코리아콘텐츠데이(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0-10-12]
환경부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0-06]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 공고[~2020-09-28]
중소환경기업 사업화ᆞ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가 공고[~2020-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0-10-08]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0-09-29]
해양수산부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0-10-13]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2020-10-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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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스마트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시행계획 공고[~2020-10-16]
금융위원회
제3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2020-10-12]
식품의약품안전처
6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0-15]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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