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84호 (10.30)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패션소비 포럼

코로나19로 달라진 삶이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
구환경을 위한 착한 패션소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
는 ...(신청 ~11/2, 조기마감될 수 있음)

 

바다에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이유?

2050년이면 바다에 물고기 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플라스틱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상
생활에서 작은 관심과 실천 ...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소셜챌린지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11.12)
[행정안전부] 협업 성공사례 영상 공모(~11.2)
COOP협동조합
[함께일하는재단] 한국공항공사 사회적경제조직 해외온라인판로지원사업 (~11.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코로나19 다음을 준비하는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지원사업 참여주체 모집 공고(재공고)(~11.2)
[공고] 포스트코로나 대응 2020년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심사 결과 공고
[안내] 생협 매장 내 ‘우리 동네 협동가게’입점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2차) 안내(~11.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11.6.]「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2% 부족할 때' 사업 참여자 모집!
[기획재정부]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사회적 가치 부문) 포상 후보자 공모 안내
[한국조폐공사] 2020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한국전력공사] 2020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 태국진출 지원사업(KOTRA) 참가기업 모집 (~11/6)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 주도 포스트 코로나 사업 모델 발굴(~11.2)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패션주얼리 창업스쿨(~11.4)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11.6)
함께일하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공모
[발표] 한전KDN ‘마을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최종심사 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IT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제2차 서울시 우수스타트업 기술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2020.11.13)
(SBA with Partners)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예선심사 결과발표
언택트 기반 게임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공지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기관 2차 모집공고(2020.11.04..
SPP 비즈매칭 플랫폼 구축 용역
Koica
KOICA ‘신북방 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

https://gcrcenter.github.io
https://50plus.or.kr/scc/detail.do?id=9872526
https://50plus.or.kr/scc/detail.do?id=9872526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5617/blog-plastic-so-much-plastic-in-the-ocean/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5617/blog-plastic-so-much-plastic-in-the-ocean/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1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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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9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75
http://sehub.net/archives/2059072
http://sehub.net/archives/2059550
http://sehub.net/archives/2059471
https://gsec.or.kr/forum/view/66714
https://gsec.or.kr/forum/view/67468
https://gsec.or.kr/forum/view/67439
https://gsec.or.kr/forum/view/67364
http://bsec.or.kr/board_VfTS43/1428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4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3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70
https://hamkkeorg.blog.me/222122314789
http://hamkke.org/archives/41041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493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1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7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4
http://www.sba.seoul.kr/kr/sbcu02s1?bseq=503716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663/artclView.do


2021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공모 실시 안내
(재공고) 제2회 ODA사업평가 제도 개선 연구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3ᆞ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운영 입찰 공고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지원 신청 안내
서울문화재단
[공모] 2020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스페이스 랩: 아직] 프로젝트 2차 공개모집(~11.04)
2021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정기공모
광주복지재단
[접수중] 코로나 일상 광주복지실천사례 공모전 참여기관 모집(~11.6.)
서울NPO지원센터
[인권연대] 2020년 제10회 인권의 등대상 후보 공모(~11/2)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2020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 (~11/13)
하반기 한국사회투자 임팩트금융(융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살림재단] 2020년 12월 ‘생명밥차’ 지원사업 안내(~11/8)
열매나눔재단x서민금융진흥원 2020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에이컴퍼니] 2020 브리즈 아트페어 개최(11.6~8)
[ CGSI ]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2020 #6 (11/5)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제4회 I-Good Fair...
[(주)케이앤아츠] 2020 헤리티지 콘서트 개최 안내(11.9~1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2020 소셜드리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대구경북 소셜 크라...
[KT] 따듯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11/15)

[시흥시]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10.30~11.13)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동대문구 청년 의견 수렴 프...
COOP협동조합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업협력사업 11 비즈니스 미팅 참가 신청(~11.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옥탑방 쿨루프 무료 시공 추가 모집(~10.31)
[공고] 코로나19 다음을 준비하는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사업 참여주체 선정심사(2차)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11.02.(월) 17:00까지] 경기도 마을기업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시즌3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나는 조합] 2020 한국사회적기업상 안내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맞춤형 상담데이 안내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특별전 다함께 착착착 안내
[한국지역재단협의회] 2020 제 3기 지역재단학교 모집 안내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2020 찾아가는 서구 마을학교(~10.31.)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더담지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특별전(9.9~11.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우수창업팀 크라우드펀딩 특별기획전(~11.9.)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2020년 서울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경영 컨설팅 모집(~11.3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10/31)
온라인 사회적기업가 Nano-Degree 교육생 모집(~11/6(금))
사하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10/31)
2021년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모집 공고(~11/20)
내일키움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 수시모집 안내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드리머즈 오디션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교육 개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모집 공고
대전사회적경제
온라인마을컨퍼런스 < With 코로나 시대, 마을활동 안녕하십니까? > 후속모임 - 생각의 전환 신청 안내 (~11/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송정역 사회적경제마켓 참여기업 모집 공고( ~ 11. 06.)
홈플러스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특별판매전 참여 업체 모집 공고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70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3821/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56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645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660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068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8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19
https://www.gjwf.kr/web/Board/5094/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7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78&qstr2=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1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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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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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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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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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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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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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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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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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4&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48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74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EC%98%A5%ED%83%91%EB%B0%A9-%EC%BF%A8%EB%A3%A8%ED%94%84-%EB%AC%B4%EB%A3%8C-%EC%8B%9C%EA%B3%B5-%EC%B6%94%EA%B0%80-%EB%AA%A8%EC%A7%9110-31
http://sehub.net/archives/2059516
https://gsec.or.kr/forum/view/67099
https://gsec.or.kr/forum/view/67465
https://gsec.or.kr/forum/view/67450
https://gsec.or.kr/forum/view/67436
https://gsec.or.kr/forum/view/67386
https://www.insehub.or.kr/main.php?m1=65&m2=67&m3=88&board_mode=view&board_no=60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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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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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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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search_type=&search_confirm2=
http://bsec.or.kr/board_VfTS43/14025
http://bsec.or.kr/board_VfTS43/14104
http://bsec.or.kr/board_VfTS43/14097
http://bsec.or.kr/board_VfTS43/14277
http://bsec.or.kr/board_VfTS43/14285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11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62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59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49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2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1


서울시50+패밀리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입문 5기 교육(~11.3, 선착순)
[서부]서부캠퍼스 50+자원봉사단 <목도리 뜨기 나눔단> 모집 [~11/1]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모집(~11.15)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0년 10월] 함께 하는 가을 맞이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0년 10월호)
[성북][모집]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나는조합
[공지]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공고
★2020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11/16 마감)
사람과세상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경기권역 참여인력(조사원) 7차 채용 공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인력 6차채용 합격자 안내
[COOP] 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의 이해 11월 정기 온라인 교육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배달의 민족 B마트 시니어사원 모집
[위라이드] 서울시와 ㈜위라이드가 주관하는 시민 참여형 리빙랩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3차) 서면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일정 공고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기간 연장(~11.6.)
청년 복지포인트(3차) 모집 공고
[면접공지] 비대면3C코딩강사양성과정
재직자 및 주민교육 교육모집안내(자영업자를 위한 엑셀실무, 드론조종)
서울산업진흥원
서울VR/AR제작거점센터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생 모집(2020.10.31)
수출중소기업 대상 해외인증지원 3차 기업 모집(2020.11.04)
하반기 DMC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2020.11.13까..
서울 기업 대상 전자계약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안내(11.16)
제4회 SBA 1인미디어 창작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 모집 심사 결과발표
제4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참가기업 모집(2020.11.24)
서울일자리포털
미래JOB학교_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6기
희망JOB학교 _ 재취업준비교육 5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재취업을 위한 어르신 취업준비교육 1기_동작구어르신일자리센터
Koica
(재공고)에콰도르 국가 유전자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몽골 중고등학교 급식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제공 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
K-뮤지컬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예술경영아카데미 홍보마케팅분야 <브랜딩, 스토리로 리드하라> 수강생 모집
[미술 전시관람료 지원] 현장할인별 사용법 및 전시 안내
[미술 전시관람료 지원] 예매처별 사용법 및 전시 안내
서울우먼업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클라우드 활용 모바일 앱 개발자 교육생 모집 (~11/2)
배달의 민족 B마트 시니어 크루 모집[입고/진열 등 부문]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0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111기 '오픈클래스-명품강사되기' 일일강사 모집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111기(21년 1분기) 재능기부 일일강사 모집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x롯데백화점 유망 트렌드 프로젝트 초청전시 (~10.31.)
서울무용센터 안무렉쳐시리즈 제8회차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나은 아무거나> 안내
경기문화재단
《미래가족 설명회》참여자 모집 안내
서울연구원
서울평화대화 (2020 Seoul Peace Dialogue)
서울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방향
사회적가치연구원
[에쓰비] 에쓰비 상담소_라이프스타일 3편2020.10.27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미션비전 이해와 실제' 교육 안내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정책세미나 개최 안내(코로나19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공유) 제27회 광주세계김치랜선축제 안내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64319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79663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14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986002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9860003
https://www.50plus.or.kr/sbc/detail.do?id=987853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27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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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mkke.org/archives/41034
http://hamkke.org/archives/4104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1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1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1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1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2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690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09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3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5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16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4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06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3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12/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50&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49&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48&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47&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25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43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4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3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38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592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2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13
https://www.ggcf.kr/archives/129529
https://www.si.re.kr/node/64074
https://www.si.re.kr/node/64075
https://www.cses.re.kr/multimedia/contentsView.do?boardSeq=561
https://www.gjwf.kr/web/Board/5312/detailView.do
https://www.gjwf.kr/web/Board/5315/detailView.do
https://www.gjwf.kr/web/Board/5330/detailView.do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모집] 신중년 문화특강 : 신중년 스마트 라이프 (SNS, 유튜브, 카카오톡 활용법)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내일+실천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인테리어 과정 개강
<울산60+교육센터> 시니어 1인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개강식 진행
<울산60+교육센터>정리·수납 전문가양성과정 개강식
<내일+설계교육> 죽세공 전문가 양성과정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2회 탐나는 소프트웨어 코딩대회(자유주제 부문) 수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0년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찾아가는 배움터 추가모집(2차) 선정결과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지속가능경영재단] 2020년 사회적경제 열린학습 "코로나 Jump Up!" 참여자 모집(~11/4)
[전국귀농운동본부] 85기 생태귀농학교(곡성편)(10/20~11/3)
[한국모금가협회]<온ON: Tact 택트 패키지> 2020 하반기 모금실무코칭강좌 수강생 모집(~11/13)
[(주)한국사회혁신금융] SIB(사회성과보상사업) 협력의 성장을 열다 참여자 모집(~11/2)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15기 참가단체 모집(~11.08)
제15기 씨티-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단체 지원
[아름다운재단] 유스펀치 온라인 밋업 제2탄 <신박한 활동공유회를 만드는 방법> (10/31)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시민교육 기획자과정 워크샵(11/13~14)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금융멘토링「내지갑 클라-쓰」(~12/12)
[청년연대은행토닥] 대안경제교육 : 신박한 자본 이야기(10/21~11/11)
[월드투게더] 나눔기획팀 후원자 관리 담당 모집(~1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소책자 신청 안내(무료),(~11/8)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금천구 사회적경제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비영리IT지원센터] 2020 은평구 공익단체를 위한 <나눔IT> 지원 (~11/4)
[꽃다운친구들]청소년 갭이어 6기 모집(~11/14)
[세모람]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온라인 책 읽기 활동(~11/15)
[사단법인 시민] 올해가 가기 전에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것들 (1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NGO센터 입주단체 모집(~11/6)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공정무역 아름다운커피와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십니다.(,도매 매장영업, 자사몰운영MD, 온라인MD)
[위라이드]서울시x위라이드 리빙랩 실험 참가자 모집! 자전거 이용 탄소배출절감 실험 2020/10/31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계 영상교육> 안내

일자리/채용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년 제10차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0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3차 직원채용 모집 공고(~11/2)
경기마을공동체
제10차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함께일하는재단
5060 그린체인지메이커 인턴십 진행
Koica
WFP 아프리카 난민의 식량안보 모니터링 구축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모집
(재공고) UNICEF 말라위 모자보건 개선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모집 공고
베트남 한베 친선 IT대학 4년제 승격지원사업 종료평가 참여 전문가 모집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미얀마 양곤 외곽순환도로 건설 타당성조사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고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채용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IFCJ] 사무간사 채용(10/28~11/18)
[4차_재공고]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성착취인권지원국 활동가 채용 재공고/어깨동무상담소,현장상담소,아동청소년지원센터
[월드투게더] 경영지원팀장 모집(모집연장/채용시마감)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 202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안내(11.11., 온라인...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gnlife4060.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4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2819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2828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2829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2830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33&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535&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7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8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7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5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49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8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7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973
http://sehub.net/archives/2059534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83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9807386
http://ggmaeul.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718&bbsId=Hire_main
https://hamkkeorg.blog.me/222124243403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88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87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89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86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3924/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4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38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44229&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


[안내] 공감마켓정 서울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특별할인전!(~10.3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포럼]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11/06)
서울시50+패밀리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10.29~11.4)
[서울시NPO지원센터] 수다회 '동네에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11.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와 나, 나의 현대사 쓰기' 1기 신청 안내(~11.1)
[이야기청]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활동공유회 '사사이람'
경기도일자리재단
[이벤트] 경기도워라밸링크 "앱다운로드" 이벤트 안내
서울산업진흥원
SBA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PR 캠페인 용역
Koica
제46회 개발협력포럼 이벤트 안내
서울문화재단
[온라인포럼]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포럼 <변화, 거리예술축제의 출구> 스팍TV 중계
서울연구원
[갈등포럼] 서울의 사회갈등과 전망
광주복지재단
(공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우리 지역의 복지력 강화, 교육이 답이다> 온라인 토론회 개최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성과 공유 온라인 포럼 개최(11/20)
[민주주의 서울] 비대면의 시대 : 디지털 소외계층과 공존하는 방법. 시민 제안 워크숍 (11/3화)
[참여연대아카데미] 온라인마음워크숍 -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당신에게(11/5 무료)
[서울시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 (11월 12일 15시), 유튜브 생중계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경계를 허무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개최(10.16.~11.4.)
[신당창작아케이드]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함께 전시 <예술해독제> 개최(~10.31.)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시> 개최(10.29.~10.31.)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A 기획전시 <동심원(圓)> 개최(10.16.~11.4.)
[메세나팀] 맥 코리아와 함께 <2020년 청년예술청 작품구매사업>공모(~11.1.)
서울뉴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 안내(10.29~11.4)
보건환경톡톡 제70호, 2020년 10월
전국 초·중·고생 대상 ‘온라인 보건환경체험교실’
자금지원, 수출지원…서울시-중진공, AI 스타트업 육성 위해 힘 모은다
바이러스에 좋은 10월 약선 ‘길경(桔梗-도라지)’
서울대공원, 매주 목~토 비대면 `구석구석 동물원 세계 여행`
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
비말차단용 마스크 숨 쉬기 편하고 입자차단성능 좋아
`마음방역차`가 간다!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문화로 토닥토닥` 공연
서울시, 미래전환을 준비하는 서울혁신펠로우... 11.5.까지 모집
올 여름, 기후변화가 서울 오존 발생 경향 바꿨다
유통 흑채, 제모왁스, 스크럽 등 중금속과 유리알칼리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내
서울시, 패션업체 밀집 금천구에 첨단 원스톱 제조‘서울패션스마트센터
청년정책 협력포럼 개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공연으로'가 제작한 공연 홍보
세월호 참사 기억문화제 <기억, 책임, 약속>
서울시, 치매극복 `랜선 장기자랑` 공개…어르신들 댄스, 합창, 리코더연주 감동
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살이` 공모전…수기·사진·영상 접수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공익활동가 육성 본격화… 96명 50개 단체에 파견
서울새활용플라자, `2020 서울새활용위크` 27일 개최
'서울시티투어버스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2020 메모리즈 인 서울> 무료 체험 이벤트!!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분야 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차)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 제3회 드론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제안 시정에 반영
경기뉴스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11번가 온라인 기획전’ 개최…전 제품 20% 할인11월 1일까지 11번가 온라인 쇼핑몰 통해 39개 기업
250여 개 물품 판매 진행
“누구나 편히 쉬다 가세요”…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 평상’ 20곳 개방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First’ 대상에 파주·안양시
‘어플로 좌석 예약’ 경기 프리미엄버스, 내달 2일부터 운행 개시
경기도민 93%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 동의할 것”
[지역화폐를 쓰다③] 반값으로 즐기는 집 근처 문화여행페이백 받고, 소비지원금도 챙기고 ! 도내 이색 문화시설로 나들이 떠나요

http://sehub.net/camevent/%EC%95%88%EB%82%B4-%EA%B3%B5%EA%B0%90%EB%A7%88%EC%BC%93%EC%A0%95-%EC%84%9C%EC%9A%B8-%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C%97%85-%EC%83%81%ED%92%88-%ED%8A%B9%EB%B3%84%ED%95%A0
https://gsec.or.kr/forum/view/6718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70940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2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6228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985672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02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ba.seoul.kr/kr/sbcu02s1?bseq=5037166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3922/artclView.do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6027
https://www.si.re.kr/node/64077
https://www.gjwf.kr/web/Board/5329/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045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41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91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968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967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5990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643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049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034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196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019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9262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015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4008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924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6038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995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986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186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964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0180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996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946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944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994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9255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9188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09200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595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0281354187941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0291112139787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0281119053099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0280928185411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010280925282053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C109&number=202010291657481830C109


[경기도 기본주택②] 입주자격부터 임대료까지…기본주택 10문 10답
통계청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청송육가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먹거리 기부행사
라이프인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성공회대 김기석 총장, 사회적경제기업 돕는 '핸드 인 핸드' 캠페인 참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타임뱅크 프로그램 개발
[협동조합×공정무역] 우리의 소비가 만들어가는 변화
재난의 시기,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論하다
마을기업 상생샵 2호점 홈플러스 원주점에 오픈
기후위기,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인 소유의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빌려준다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 (下) : 두만강지역개발의 꿈
"제도기반 마련·생태계 조성 위해"…'사회적금융 포럼' 공식 출범
도민이 직접 제안한 '그린 공유경제'… 8편 수상작 선정
[NPO파트너페어&국제컨퍼런스] 대전환의 시대, NPO의 역할은?
KT,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위한 공모전 개최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5대 생협 추진위 출범
이로운넷
서울시, 미래 위기 대응할 ‘서울혁신 펠로우’ 30명 모집
LH, 취약지역 디지털 지도 제작 나서
WTO사무총장 "나이지리아 후보 우세" 발표...유명희 후보 거취 주목
키뮤스튜디오,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서 대상 수상
“사회적경제 3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돼야”
조폐공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소셜벤처 · 스타트업 발굴 · 지원
“충남 사회적경제의 ‘싱크 앤 두 탱크’를 지향합니다”
LH, 드림위드앙상블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코로나19로 놓쳤던 ‘과정 그리고 진화’ 공연 유튜브로 본다
광주시, 코로나19 이길 ‘마음치유 힐링 콘서트’ 개최
마을에서 시작하는 공정한 변화로 세상을 바꾸다
트레이더스 송림점에 ‘사경 제품’ 자판기가 있다구?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경제충격 해결할 기회다”
“폐플라스틱으로 3D 프린팅을?”…기술로 다채로워진 고래의 꿈
아름다운재단·하나은행 유산기부 문화 확산 위해 맞손
올해는 맛있는 강원도 고랭지 절임배추로 김장할까?
“‘올드노멀’로의 회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KT, 사회적경제 기업 6곳에 사업자금·기술자문 제공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로 천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한다
사회적금융 포럼 공식출범... 사회적금융 분야 24개 기관 참여
[강원사경게시판] 10월 넷째주 알림
자이엔트 “지역에서도 벤처 생태계 만들 수 있습니다”
“ESG 반영한 성과 측정, 기업경영의 새로운 규칙”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연장 모집 공고[~2020-10-31]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Start-Up 육성 프로그램 모집 공고(도로공사-협력재단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2020-11-06]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2단계(공동수요기술R&D;) 과제 시행계획 공고[~2020-11-0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7차) 시행계획 공고[~2020-11-03]
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0-10-31]
2021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0-11-06]
2021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2020-12-07]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0-11-06]
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2020-11-13]
3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과제제안서 접수 공고[~2020-11-16]
6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06]
5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0-11-13]
수탁ᆞ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2020-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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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2020-10-31]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ᆞ방역기기 실증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기술지원 공고[~2020-11-06]
Un-tact 수출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사업 로봇기업 모집 공고[~2020-11-13]

2021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2-04]
2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R&D;) 지원계획 공고[~2020-11-17]
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0-11-17]
가스 발전/스팀생산 설비 연소중 CO2 포집ᆞ활용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0-11-18]
5차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2020-11-18]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0-12-23]
2차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0-11-03]
헬스케어 VRᆞAR 제품 임상시험 지원 사업 공고[~2020-11-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2020-1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2020-10-31]
연구개발특구ᆞ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전시회(POLLUTEC 2020)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02]
과학벨트 기능지구 해외 온라인 오픈마켓(알리바바, 아마존US, 쇼피) 입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3]
강소연구개발특구(소재부품장비ᆞICT)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홍보 컨텐츠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20]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AI 공모전 참가 모집 공고[~2020-11-04]
연구개발특구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뷰티ᆞ홈앤리빙ᆞ가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09]
2차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0-11-25]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코리아그랜드세일(쇼핑ᆞ숙박ᆞ항공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5]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운영자금 추가신청 접수 안내[~2020-11-06]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2020-11-20]
환경부
3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0-11-09]
4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모집 공고[~2020-11-19]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모집 공고[~2020-11-09]
100대 중소건설 혁신 선도기업 선정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1-1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통합ᆞ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0-11-13]
글로벌 외식전문가 양성사업 현장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1-13]
금융위원회
2021년 상반기 IBK창공(創⼯) 혁신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0-11-05]
식품의약품안전처
7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19]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26]
2021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0-11-26]
특허청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0-11-05]
국방부
1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2020-11-05]
2차 민ᆞ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2020-11-23]
조달청

4분기 물산업 벤처ᆞ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2020-11-11]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1-13]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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