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0-100호	(12.29)

풀씨6기-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재)숲과나눔에서	풀씨가	풀꽃을	피우고	풀숲을	만드는	희
망으로	아이디어를	지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1/24)

	

Happy	New	Year!

코로나 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과	걱정에서	벗어나	⾟丑
年	새해는	희망차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1호는	1/5에	발행...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KOTRA]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지재권	정보제공	신청(~1.15.)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리플렛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1년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모집공고(~12.30)
[공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13개소)	공모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12/28	마감)	[해피빈]	한국전력공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	안내

서울시50+패밀리
[특허청/서울시청]	사회ㆍ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경기마을공동체
2021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공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연차지원	선정	결과

서울산업진흥원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	콘텐츠	기획전시	공모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서울웹툰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발표

Koica
카메룬	2022년	신규사업(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사업)	예비조사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년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단체·기업·기관	지원	사업	설명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사	콜센터	CS전문	상담원	파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https://gcrcenter.github.io
https://koreashe.org/board/idea-latest/
https://koreashe.org/board/idea-latest/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open.do?cmd=&search_word=&board_code=BO03&category_id=&seq_no=244831&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index=&title=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4856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4854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846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804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2591
http://bsec.or.kr/board_VfTS43/1473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499006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745&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74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3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3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232/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88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247


20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안내
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선정	결과	발표	일정	변경	안내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2021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최종	합격자	공지
[심사결과]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공모	최종선정	결과	발표

서울NPO지원센터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재단법인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	포트폴리오	공모(~2021.	1.	15)
청년주거금융	α	프로젝트	지원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21.1/31)
2021	시민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풀꽃	5기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	단체	모집	공고(~2021.1.22)
[도봉여성센터]성평등	영상	공모전	온라인	발표회(12/29~)
오디오가이	스튜디오	영상	제작지원	프로젝트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관련	..
[공고]	2020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We-Star	발굴	프로젝트	대면심사	..
[사례집]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성과보고서
[공고]	2021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선정	계획	공고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	2020	서울시	온라인	예산학교(~12.3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체국쇼핑	입점기업(사업	참여기업)	제품현황	안내
2021년	내일키움일자리사업	일자리제공기관	모집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진흥원)

대전사회적경제
대전지역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전남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

서울시50+패밀리
[서부]2021년	1·2월	<시민제안	교육과정>	한	눈에	보고	신청하기
[남부]2021년	1~2월	<시민제안교육과정>	한눈에	보기
[북부]웹엑스	기초사용법	교육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사람과세상
[S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기업	재택근무	지원	관련	안내
[공고]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	공고
[공고]2020년도	제3차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12호	뉴스레터	"활짝"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1.10)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인디게임개발자공간	운영사	모집공고(2021.01.19)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최종선정	결과	발표
2021년	하이서울기업인증	신규기업	선정결과	안내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282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28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458&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notice.do?bcIdx=118456&cbIdx=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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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po&wr_id=49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399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6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73&qstr2=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4865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4864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4&m_cd=D024&category_id=CA01&seq_no=244853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2592
http://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2&m_cd=D019&seq_no=242593
http://sehub.net/archives/2060610
http://bsec.or.kr/board_JkIH72/14723
http://bsec.or.kr/board_VfTS43/14764
http://bsec.or.kr/board_VfTS43/14773
http://sesang-mansa.kr/app/board/view?md_id=notice&code=1239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698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0467195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0501232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050663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53&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54&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52&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0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0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29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3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29


Koica
COVID대응의(비대면)	지역균형	조달	컨설팅
제	15기	KOICA	체험형	청년인턴	홍보분야	모집

서울우먼업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2021년	1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기사]	디지털	․	언택트,	편하기만	한다고?	․․․	장애인	접근성	해결	시급하다

서울문화재단
2021년	문래예술공장	상반기	정기대관	공고시기	조정	안내
[지역문화팀]	문화누리카드	서울	지역주관처	업무	일시중지	안내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질문의	재구성>	예술교육가	인터뷰	기록집	온라인	배포	안내
서울문화재단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x오픈갤러리	그림렌탈	프로모션	안내
2021년	뮤지엄파크	주차장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연구원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서울시민이	뽑은	2021년	경제	이슈	1위	ʻ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서울형	미세먼지	정책효과	평가모델	개발과	적용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NOW｜SKETCH]	2020	CSES	Learning	Community	Series	REVIEW2020.12.28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수요맞춤형교육	9차	사회활동
시니어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사회활동	진행
<울산60+교육센터>시니어	1인	크리에어이터	양성과정	수료식

제주평생교육진흥원
SKT와	함께하는	AI기반	인력양성사업	「AI스피커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품개발	시상」...

서울NPO지원센터
내일키움일자리	운영기관	모집	공고
[인권재단사람]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	2021	한	평	달력	(~12/31)
[(사)한국감사협회]	공익단체의	운영	투명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감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12/31)
2021년	서초50플러스센터	인큐베이팅	공유사무실(둥지)	입주단체	모집	공고(~21.1.29)
[세모람]	'거의	모든	IT의	역사'	-	저자의	안내로	함께하는	온라인	책	읽기	프로그램	(~1/3)
[더프라미스]	코로나블루	극복_회복의	움직임	#2.	자기	수용과	접촉의	움직임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온라인과정	1월반	(	~12월31일	마감	)
알파라운드	청년	카페창업	라운드	프로젝트	-	더	테라스	카페	2기	운영자	모집
[국제청년센터]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북콘서트	(1/21)

일자리/채용

서울시50+패밀리
[금천][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발표(복지사업팀장)

서울마을공동체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동자치지원관)	채용공고
2021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지원활동가	모집	공고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력팀원	채용공고(~2021.1.7.)

Koica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PMC용역	성과관리	전문가	모집
(기간연장)	KOICA	기술평가	이해관계자	대상	FGI설계	및	수행	4급	이하	전문가	모집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503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250/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83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829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notice.do?bcIdx=118454&cbIdx=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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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2022년	신규사업(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회복력	강화사업)	예비
볼리비아	2022년	신규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서울우먼업
제4차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계약직	직원채용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공고
중부여성발전센터:[직원채용	공고]	여성고용	퍼실리테이터	담당	1명(계약직)

서울뉴스
제22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최종	합격자	공고
2021년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ICT케어센터	전담인력	선발	공고
2021년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케어매니저	채용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사)비투비]	홍보매니저,운영매니저	채용	(~12/31)
[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1/24)
[사단법인	아디]	해외	파견	활동가를	모십니다	(~1/10)
[사회투자지원재단]	지역살림과자치센터	실무자	모집	공고	(~1/8	12:0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공고
2021년	아름다운재단	공개채용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원	채용	공고(~1/12	오전	9시	마감)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2020년	7차)(~1/14)
[DOCL]	코로나	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함께할	경영관리	Staff를	모집합니다	(~01/10)

행사/캠페인

Koica
개발사경-개발협력,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두번째	이야기	개최
KOICA	개발사경	매칭데이	참가	안내

서울우먼업
북부여성발전센터:[발표]	교육수요조사참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적가치조직의	존엄조직문화	워크숍	(1/19,	26.화)
[녹색교통운동]연말	모금	캠페인	'너하나	나하나'(~12월	31일)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2021	예술축제지원>	공모	시작(12.14.~12.30.)
[메세나팀]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	ʻPivotal	Treeʻ	공개(~2021.1.7.)
[기획제작팀]	남산예술센터,	장애인ㆍ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온라인	극장>	개막(12.23.~12.30.)
[메세[나팀]	신한카드·오비맥주·효성그룹...	서울문화재단과	기부협력한	예술후원	통했다

서울뉴스
용산공원의	새로운	이름,	시민	여러분이	직접	투표해주세요.('20.12.23~21.1.13)
문화비축기지,	생태,생활문화	`생생온(on)`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2020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상`	수상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새해부터	`SEOUL_Secure`로	일원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고령사회,	긴	안목으로	대비해야
급속히	빨라지는	인천	고령화	속도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24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235/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583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849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0201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51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49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6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821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8257/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58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53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395&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408&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404&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8447&cbIdx=966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070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083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941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929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0321
https://www.inlife.or.kr/bbs/board.do?bbsid=press1&dat_seq=1000
https://www.inlife.or.kr/bbs/board.do?bbsid=press1&dat_seq=999


인천시,	고령친화환경도시	조성	박차
[58년생	김영수-베이비부머	이야기]고령화	빠르게	진행...

경기뉴스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받고	8만원	더	썼다도,	재난기본소득	소비금액	빅데이터	분석…
“함께	가야	멀리	간다!”…경기도	정책의	나비효과
한부모	여성가장,	극저신용대출과	G드림카드사업으로	희망을	얻었다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세요!”…25일부터	공동주택서	분리배출	시행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주도	협력기구	1월	출범
경기도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정책은	ʻ코로나19	방역’
ʻ유기묘	안식처’	포천	관음사에	경기도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사연
경기도,	내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8개에	798억원	투입
온라인·비대면	통했다…ʻ케이(K)-뷰티위크’	뷰티판로	개척의	새	방향	제시
ʻ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1월	29일까지	접수
경기도-EU,	랄록시펜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위한	첫	화상회의	개최
2021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필수노동자의	추위에	지친	몸	녹일	ʻ강추위	쉼터’	28일부터	운영‥코로나19	방역	강화

통계청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2019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	발간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
2019년	지역소득(잠정)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보도자료
10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11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19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2019년	중ㆍ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라이프인
경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준	'전국구'	근접
관악구,	'꿈시장'	카카오톡	스토어	통해	오픈
행복나무플러스,	보호종료아동	지원	음반	'사랑'	발매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	경제'	토론회	성료
[연말기획]	라이프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2020
[기후행동	위한	협동조합③]	새로운	EU식품정책의	파트너,	유럽	소비자협동조합
'월경은	일상이다!'	건강한	월경	라이프를	위한	커뮤니티
수출입銀,	사회적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위해	3억5천만원	후원
"새롭고	의로운	땅"으로	다시	서는	신의주를	바라보다	(종결)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신임	이사장에	이충직	조합원	선출
한국사회주택협회,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개최
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LH,	자율주택정비·도시재생	결합한	'상생형	사업모델'	추진
[신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	'숲과	나무'
경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3곳	선정돼
"사회혁신	기업	육성"…국민은행,	'S.I.N.G	프로젝트'	2기	성과공유회	개최
돌봄-의료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한다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30일	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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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스페인통신]	감가하는	화폐의	가능성

이로운넷
[2020	소셜스토리]	"다채로운	교육	받을	권리,	어르신에게도	보장해야죠"
한국수자원공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ʻ물	종합	서비스’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	방문의료돌봄사업	성과공유회·포럼개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꽃피려면,	지원조직간	소통	강화해야
한국농어촌공사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문제	해결하고,	이웃품는다”
ʻ2020	인천	사회적경제	한마음워크숍’	29일	온라인으로	개최
광주사회적경제센터,	산학연	매칭데이	개최
서울시,	2021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20억	예산	투입
청년마케터,	연말	ʻ마스크·핫팩	기부릴레이’	공익캠페인	열어

SPC삼립,	사회적기업	ʻ빅이슈’에	호빵	판매	수익금	기부
세종충남대병원,	코로나19	의료	취약계층	지원	나서
충남도립대,	ʻ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세종시,	원도심	조치원에	ʻ청춘’	거점	마련한다
IFK임팩트금융-임팩트스퀘어	2021년	합병	추진
맑은淸	아동청소년이	푸른⾭	청년으로…청청	프로젝트	연구소
일본,	외국인	입국	내일부터	1월	말까지	금지
[이로운	BOOK촌]	자연,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의	것
섬강에	첫눈이	내리면
[이로운	BOOK촌]	“'너'를	이해하는	일은	가능할까”
이탈리아	오지	마을로	청년들을	이주시킨	비결은?
“춘천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과	시민	만나는	역할	해	주길”
시민-사회적경제,	'디지털	공론장'에서	만나다
“삶의	긍정적	변화	이끄는	식물기획사를	꿈꿔봅니다”
세상에없는세상,	서울시	은평구에	'자연상점'	연다
성남시	공공기관	협의회,	결식	이웃에	수익금	전달
남극	대륙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충남	서산시,	사회적경제제품	활성화	우수부서	선정
“스타트업	핵심기술,	특허	낼까?	영업비밀로	할까?”
사회적금융	허브	'신용보증기금'의	사회가치	실현	실적은?
고우아이티,	ʻ고웍스	프로’로	공공·대기업	시장	공략
사람과세상,	도시재생	창업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2월·10월	진행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은?
청밀,	ʻ2021	영양플러스사업	보충	식품	구매’	공급업체로	선정
'서울감성'	살아있는	로컬	브랜드...	서울메이드	매거진이	소개합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코이카,	18일	위코(WeKO)	성과보고회	개최
[강원사경게시판]	12월	넷째주	알림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코로나19	시민	응원	캠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소셜벤처	계속	발굴,	상생도시	실현한다”
“전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
“사회적경제로	돌봄·건강관리”…정부,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중소벤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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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KOTRA	온라인	한국상품전	샘플운송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2020-12-31]
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2021-10-29]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1]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15]
2021년	1차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2021-01-15]
스마트슈퍼	구축관련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모집	공고[~2020-12-31]
2021년	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1-01-08]
2021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2021-01-05]
4차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공고[~2020-12-31]
1월	가치삽시다	라이브커머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R&D;지원사업)[~2021-01-08]
2021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2021-02-0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03-12]
소상공인	전수이수사업	이수자	추가모집	공고[~2020-12-30]
성과공유	확산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2021-01-15]

고용노동부
2021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시행	안내[~2021-01-15]

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1-01-11]
3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1-14]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바이오융합	신규과제	공고[~2020-12-31]
2021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1-07]
중국(난징ㆍ청두)	입국지원	패키지	안내	공고(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2020-12-31]
2021년	소재부품장비투자연계기술개발	대상기업	사전모집	공고[~2020-12-31]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1-01-13]
2021년	1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다년도	중ㆍ대형	R&BD;	지원과제	공고[~2021-01-20]
중국	입국지원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2020-12-31]
2021년	2차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2021-01-06]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0-12-30]
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조선해양기자재	온라인	전시관	구축	사업)[~2020-12-31]
2021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4-26]
2021년	중국	베이징	공작기계	전시회(CIMT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0-12-31]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공고[~2021-01-11]
2021년	탐광시추사업	지원	안내	공고[~2021-01-29]
2021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	공고[~2021-02-19]
2021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2021-01-28]
2021년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중소ㆍ중견기업	ICT	표준기술	자문	수요조사	공고[~2020-12-31]
2021년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자원	이용자	모집	공고[~2021-01-15]
2021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제도	안내(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신청)[~2020-12-31]
2021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0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팅	M&S;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D;	성과활용	및	신사업	촉진	지원사업(성과활용촉진형)	공고[~2021-01-28]
2021년	국제공인	시험ㆍ인증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1-21]
2021년	SW고성장클럽	200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1-18]
2021년	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2021-02-16]
2021년	정보통신ㆍ방송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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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1-18]
2021년	KRIBB	바이오	미래혁신선도기업	육성사업	연장	공고[~2020-12-29]
2021년	상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사업	공고[~2021-01-2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지원사업	참가	패션	디자이너브랜드	모집	공고[~2020-12-31]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1-14]
영화	촬영현장	방역관리	지원사업	추가	공고[~2021-01-20]
2021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공고[~2021-01-29]
2021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공고[~2021-01-29]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22]
2021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22]
콘텐츠멀티유즈랩	MBC	방송	IP	활용	빌드제작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1-08]
2021년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2021-01-24]

2021년	대만게임쇼(온라인)	참가지원	기업	모집	공고[~2020-12-31]

환경부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사전	공고[~2021-01-2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기업	해외시장	맞춤조사	안내[~2021-01-08]
2021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0-12-30]
2021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	모집	공고[~2021-01-15]
딸기	수출업체(홍콩)	사전신고제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	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1-01-22]

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소형무인기	대응용	레이저	발진기	기술)[~2021-01-27]

농촌진흥청
2021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	공고[~2020-12-30]

특허청
2021년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사업	공고(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2021-01-20]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	기업회원	사전모집	및	아이디어	공모과제	발굴	공고[~2021-01-15]
2021년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1-19]

국방부
2021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접수	공고[~2021-02-19]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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