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08호	(01.29)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공모	(2.1~2.2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3.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리빙랩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의제	모집공고(~2.4)
[전라남도]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2.1)
[충청북도]	2021년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	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성남시]	2021년	성남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사업	공모	(~2.1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대구시]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상시)
[대구시]	2021년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상시)
[대구시]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2.9)
[서초구청]	2021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	공고(~2.15)
[GS	X	bluepoint	partners]	The	GS	Challenge	바이오	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3.7)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과]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공고(~2.5)

경기도일자리재단
2020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직무역량	강화교육	용역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훈련참여	대상기관	모집공고	및	사업설명회	안내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강원도경제진흥원]	21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021년도「강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기업지원	통합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박람회」수행기관	용역	입찰	공고(~2/10…
제1차	(예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
제1차	(예비)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Koica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공모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공모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업	공모전_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모집공고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2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9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9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9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8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49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2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1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1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0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0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0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17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27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117366&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0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16&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35&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39&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47&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wNjImc3RhcnRQYWdlPTAmbGlzdE5vPTM2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s://www.cnse.kr/app/board/view?md_id=center_news&code=922
http://www.sechungnam.org/app/board/view?md_id=notice&code=4091
http://www.sechungnam.org/app/board/view?md_id=notice&code=4092
http://www.cnpsc.or.kr/board/content.php?pid=1677&s_que=&strsearch=&boardid=1&hak=&ban=&cpage=1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1.html?mode=V&no=13885acfb3adf5eb435330d25975bdf3&GotoPage=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835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8415/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03&txtKeyword=&ddlKeyfield=T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서로(SEORO)	모집	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4회	유네스코	유니트윈	학술대회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예술교육(Arts	Education	in	and	through	a	Time	of	Crisis)"	국
제	공모	안내

서울문화재단
[심의결과]	2021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추가공모	공연단체	서류심의	결과	발표	및	공연장풀	공지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원	용역	입찰공고

서울NPO지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	(~21.1/31)
오디오가이	스튜디오	영상	제작지원	프로젝트(~1/31)
아름다운세상기금	ʻ희망가게’	대구경북지역	지역협력단체	선정	공고	(~2/15)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29)
[4.16재단]재난피해긴급지원사업	"4‧16재단이	여러분	곁으로	달려갑니다"(~2/10)
[4.16재단]	2021	시민안전정책	공모사업	RE-START	SAFE	KOREA(~1/31)
[	숲과나눔]	2021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사업	'풀씨연구회	1기'	모집	(~2/21)
한국숲재단	숲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재단법인	동천]2021년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연구/활동)	지원사업	신청단체	모집	(	~2/21)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공고(~2/10)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2/4)
인권프로젝트-온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제56회	발명의	날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선발	신청(~2.4)
[중소상공인희망재단]	2021년	점프업허브	제1차	입주사	모집(~3/7)
[고용노동부]	2021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신청(~2.22)
[루트임팩트]	미래	체인지메이커	커리어	성장	교육,	임팩트	베이스캠프	13기	모집(~1.31)
[서민금융진흥원]	2021년도	서민금융진흥원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1차	모집	공고(~2/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Route	330	ICT	-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	모집(~2.1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설명절	특별판매	안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무	기업	모집	공고(~2/16)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2.16)
서울	사회적경제	설	상품	기획전	안내
[수정	공고]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2.9)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원세상]	2021	인천시	마을기업	설선물세트	안내(~2.10)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과]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2.8.)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2021	더담지	설	명절	선물	세트	판매(~2.1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책정보]2021년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자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모집

서울시50+패밀리
[서부][모집]	2021년	공유사무실	입주자	신규	모집안내	[~2.11]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02&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510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9633&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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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9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25&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5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4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7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5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9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9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0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13
https://sehub.net/archives/2061991
https://sehub.net/archives/2062329
https://sehub.net/archives/2062176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2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24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22
http://bsec.or.kr/board_VfTS43/15016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84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759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0542956


[도심권][종로구청]2021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서부][2021년	3-4월	교육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남부]2021년	<3·4월	교육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북부][2021년	3-4월	기획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북부]2021년	3~4월	정규교육과정	학습가이드
[노원][선정결과안내]50+이모직열린교육	강사선정	결과안내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1월]	노우리가	소개하는	봄맞이	프로그램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1월호)
[동작]내일키움일자리사업	참여자	면접	안내
[서대문]2021	상반기	함께하는	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

신나는조합
★	2021	협동조합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교육	안내	(2/4,	3/5	온라인)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년	강원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모집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정책자금융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팀]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	베트남	온라인	수요수출상담회	운영
[고용노동부]	2021년	「중소기업탐방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청]	2021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경상북도청]	2021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2021	설	명절	자활생산품	기획전'
녹색나눔	사회적기업관	설날특별전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세텍	메가쇼	2021	시즌1	참여기업	모집(~2.9)

50+일활동마당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동영상]경기만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활동
두두협동조합-은평구	주민자치회	화상워크숍	진행	수주
표현하는인생연구소-[출간소식]우리는	중년의	삶이	재밌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2021.02.08)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1)

서울일자리포털
미래JOB학교_	생활지원사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20년	사업	결과자료	큐레이션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2021	서울평생교육봉사단	모집(~	1.	29)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새일여성인턴제	참여자	및	기업체	모집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선발	공지
북부여성발전센터: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매장	영업시간	안내
동부여성발전센터:알아두면	쓸데있는	"2021년	새일여성인턴지원"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모집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VR기반	전문가	양성과정	<커넥트	플러스	Connect	+>	성과공유	온라인	전시(12.31~2021.1.31.)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	안내(	~1.31.)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0668079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0637738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0630357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0672122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067109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67082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683205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682957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0670971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067150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695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21&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19&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31&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49&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48&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wNTYmc3RhcnRQYWdlPTAmbGlzdE5vPTM2Ni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wNTUmc3RhcnRQYWdlPTAmbGlzdE5vPTM2N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17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16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93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157
https://www.youtube.com/watch?v=Es4j4Nes8gs
https://doocoop.net/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778209&t=board
http://www.yes24.com/Product/Goods/9678866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5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361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49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2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7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7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6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6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6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488&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8542&cbIdx=955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Arts	Fot	Teens	<공소-	세상에	없던	도구를	만드는	소규모공작소>
[결과발표]	2021년	서교예술실험센터	9기<공동운영단>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_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변화된	일상과	마주하는	예술교육>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회원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서울연구원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사회진출	지원방안
통계분석과	실태조사에	기반한	서울시	여성기업	특성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귀농귀촌정보]'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안내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및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초50플러스센터	인큐베이팅	공유사무실(둥지)	입주단체	모집	공고(~21.1.29)
[참여연대]	집에서	참여하는	청소년	겨울방학	비대면	자원활동	모집합니다.	(~1/31)
[궁궐길라잡이24기]	일요일	궁궐	해설자원활동	교육생	모집(~1/31)

[교보교육재단]	제23회	교보교육대상	수상후보자	열린추천	(~2/28) 
SK프로보노	자문	신청	기업	모집	(상시)
시민청	시민기획단	8기	모집	안내(~02/01)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2)
[민주주의	서울]	"예술인의	생활	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온라인	시민토론	개최!	(~2/11)
시민청	시민기자단	5기	모집	안내	(~	2/15)
[전국귀농운동본부]	자립하는	소농학교	12기를	모집합니다.	(~2/2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021년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1/21~2/4)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1	기부	트렌드	컨퍼런스(2/2)
[월드투게더	세게시민학교]	전문강사	어컴퍼니	11기	모집(~2/1)
[한국방정환재단]	랜선	골목길	탐험	-비대면	활동	(2/6토	오전11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24기	교육생	모집	(~2/26)
[특허청-서울시]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단체	모집	연장	안내(~2/3)
사회적	가치와	소셜임팩트	컨설팅	그룹	CGSI의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2/9)
[차별에	맞선	별]	차별에	맞선	별	2021	상반기	신규	멤버	모집	(~2/5)
[사단법인	호이]	지구와	함께	라이프	체인지	강연	(신청마감	01/29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마감	2/16)
[treepleN]	전	과정이	관리되는	공고사업	서비스	Gwon:	무료	사전체험기관	모집(~2.8)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공익활동	협업공간	입주	모집	(~2/1)
Route330	ICT	1기	입주기업	모집	(~2/19)
[꽃다운친구들]	청소년	갭이어의	교육적	영향	종단연구	최종	보고회	(2/16)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공익법인	회계	및	공시	실무교육	(2/5)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2021년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입주사	모집	공고
[아카데미느티나무]	온라인	신년특강	<열린	미래,	시민이	제안하는	한국	사회	의제?(2/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	뉴딜일자리)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활동	기관	모집	공고(~2/9)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86기	홍성편	모집합니다(3월~4월)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화성시]	2021년	사회적경제과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2.8.~2.16,	5일간-공휴일제외)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력직	팀장	채용(~2/8)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9636&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19632&cbIdx=98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19630&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4797
https://www.si.re.kr/node/64404
https://www.si.re.kr/node/64403
https://www.si.re.kr/node/64402
http://www.cntcfol.co.kr/bbs/board.php?bo_table=0105&wr_id=192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38&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6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2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8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8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0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1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1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7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02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015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2.5)
[두꺼비하우징]	금하마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모집(~채용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1.29)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차	직원채용	공고(~2.9)

서울시50+패밀리
서대문50플러스센터	채용공고	(교육사업	팀장,	운영지원팀	사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채용	서류합격자	발표(시설안전관리인,	커뮤니티	담당)

경기마을공동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2차	직원	공개채용	1차	서류	합격자	공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1차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1차	서류	합격자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모집공고]	2021년	마을공동체사업	협력지기를	모집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사업단	채용공고

Koica
UNESCO	마다가스카르	생물	다양성사업	프로젝트	전문가(P2급)	채용	공고
키르기즈스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수단	아비에이	지역	참여적	사회통합	및	경제	회복력	강화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파푸아뉴기니	하이랜드지역	분쟁취약	해결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세네갈	초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	사후관리	인쇄전문가	공모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직원채용(행정지원팀	팀원)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직원채용(취업상담사)	1차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제2차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의무실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	공고	서류심사	...
제주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	공고	서...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	운영인력	공개	경쟁	채용	공고	서류심사	합격자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간제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	공고	서류심사	합...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지역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후원서비스	및	TM	담당자	채용	공고(~2/7)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직원	채용(~01/31)
서울형	뉴딜일자리「생활상권	마케팅	매니저」선발	(~1/18)
[아름다운가게]	2021년	1분기	상근활동가	채용(~1/31)
[사단법인	세상아이]	사업매니저	채용(~1/31)
[은평구평생학습관]	사무국장	채용	공고(~2.5)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협치총괄지원관)	채용	공고(~2/3)
[JA	Korea]	청소년	프로그램	매니저	채용	(~1/31)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자문단	모집	공고(~02/01)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공고	(~2/9)
[사단법인	캠프]	국제협력	팀장(경력직)	채용	재공고	(~2/4)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21년	1차)(~2/15)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인권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2/8)
[사단법인	광진시민허브]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동자치지원관	채용공고	(~1.3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01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018
https://sehub.net/archives/2061970
https://sehub.net/archives/2062289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0665055
https://www.50plus.or.kr/gch/detail.do?id=10662427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0&boardNo=382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5
http://ggmaeul.or.kr:80/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0&boardNo=382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45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2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2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50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46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54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73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72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8716/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6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06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6086
https://www.ggcf.kr/archives/134785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43&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42&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41&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40&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39&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08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1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56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	설선물	행사	안내	(~2.28)
[이화여대	사회적경제협동과정]	Social	Impact	Forum	개최(2/5)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챌린지!	'가치행복행'	이벤트	참여	안내(1.25~2.5.)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설	브랜드관	쿠폰할인행사

Koica
온라인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알림사항]제	10회	경남	사회적가치	포럼	개최	(2021.	2.	4)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존엄조직을	위한	전복적	리더십	워크숍(2/3.수	-	Zoom	교육)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뉴스테이지	극작	부문	선정작	연극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1.29.~2.7.)

서울뉴스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구간	안내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궁	존재	알려주는	宮자	토기	최초	공개…	600점	유물전
서울시,	순국	110주년ʻ독립유공자	이범진	열사’기념	표석	국내	첫	설치
2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설	제수용품,	서울시	전통시장에서	사세요
2020	서울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현장스케치(영상)
반갑소!	서울동물원에서	즐기소!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급	지원
2019년	서울대기질	평가보고서
서울시,	`이	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늬우스`	발행,	2월	승동교회	등	3건	선정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선제검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이벤트
한성백제박물관,ʻ설날	연날리기	체험물’선착순	무료	배포
서울시,	지자체	최초ʻ상수도관과	토양의	부식	관계’연구결과	공개

경기뉴스
경기도	소상공인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골목상권에	ʻ단비’”2차	재난기본소득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시작…이르면	2일부터
사용	가능시군	상인회	“재난기본소득	지...
화성뱃놀이축제	등	ʻ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	선정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축제	추
진1개	축제당	도비	보조금	8천만	원	지...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생계	부담…	ʻ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덜어드려요
서민	울리는	ʻ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경기도,	2월부터	ʻ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시작…57만명	→	58만명	확대
막	내린	ʻ배달특급	100원딜’…전	회차	1분	매진	기록
경기도	소상공인	68%	“경기지역화폐로	매출액	회복”
코로나19로	꽁꽁	언	골목경제에	ʻ훈풍’…경기도,	올해	21종	지원사업	추진
“극일	넘어	기술강국으로”…2021년	소부장	산업	한	단계	도약한다
“착한	선물부터	알뜰	선물까지,	경기도에	다	있소!”
ʻ배달특급’	POS	단말기	보급	지원	받을	소상공인	모집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498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1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03&m_cd=D044&seq_no=24500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9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68386/artclView.do
https://gseic.or.kr/bbs_detail.php?bbs_num=19&b_category=&now_number=125&id=&tb=board_notice&pg=&links_number=&start=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02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9618&cbIdx=966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215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173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169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2525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191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2502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675
http://news.seoul.go.kr/env/archives/80553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612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138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2631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2452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098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0423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81521007761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71100067588C04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61407278713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71039183490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70949372258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81425052370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81412404049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81355489878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80936155878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61334225319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1260932072622C052


통계청
2020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0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0년	1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새로워진	통계세상의	경험,	국가통계포털에서
2020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라이프인
과연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은	친환경일까?
[대학생	기사②]	거주난	시달리는	청년세대,	공동체주택	대안	될까
SK스토아,	홈쇼핑	입점	탈락	사회적기업에	맞춤	컨설팅	제공	"자생력	키우기	위해"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지원	나섰다
서울시-효성	TNC,	폐페트병으로	친환경	의류	생산	협약
대구·경북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망	구축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지역별	리빙랩	동향	담은	보고서	발간
[Mㅓ하시는	Zl요?]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사나운	플라스틱을	길들이는	다양한	방법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찾다"…국토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도봉구,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히어	도봉'	제작해	배포
다가오는	설,	지속가능한	지구	위한	선물	어때요?
서해를	잇는	항구도시	남포를	바라보다	(下-1)
[신년기획-기업탐방]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이어온	러쉬코리아
연중	즐기는	SOVAC,	1월	행사	주제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태계"
설	명절	'#늦어도_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해요
녹색산업	금융지원	10년	내	2배	늘린다…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도봉구,	"집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영상교육	실시

이로운넷
“대학,	사회적경제	정신으로	지역사회·인재	키우는	주체”

이재갑	장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준비할	것”
김태년	원내대표	“2월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
중기부,	사회적경제	기업	15개사	선발해	성장	지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기관	지정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청라	ʻ지구수호대’	매장	입점
서울시,	투명	폐페트병	수거해	친환경	의류	만든다
와디즈,	상반기	법인	분리...내년	목표	코스닥	상장
[공감	인터뷰]	쓰레기	문제도	연대가	필요해
인천사경센터,	설맞이	특별기획전	ʻ사·가·소’	진행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블룸워크-이든티앤에스,	장애인	아티스트	창작활동	지원	협약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지속가능한	미래위해	민간	부분	행동	필요”
이화여대	내달	5일	'소셜	임팩트	포럼'	연다
서초구,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지원
세종시,	AI보건소로	폐질환	조기발견	새지평	연다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코로나19에	서울시	소상공인	돌파구	된	'협업'
“스타트업,	법인	설립은	언제?	동업자와	지분은	어떻게?”
정경선	의장,	화훼농가	지원	ʻ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소셜벤처	닷,	시청각	장애인에	점자	스마트워치	기부	캠페인	진행
국민대	LINC+사업단,	28일	ʻ사회적경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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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누리콤,	방역용품	신제품	ʻ모두애	아로마	패치’	출시
부산시,	105억원	규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경쟁률	22:1	기록…2년간	다각	지원
"중증장애인	가족에	휴식을"…맞춤	돌봄	서비스
예비	사회적기업	㈜미소드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후원
“관광산업	고도화	꾀한다”…강원사경센터	참여기업	모집
“커지는	학습	격차,	교육	불평등…동등한	입시	발판	만듭니다”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2021-10-29]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1]
2021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2021-02-0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03-1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0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08]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2021-02-01]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1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2021-02-14]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1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1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19]
Announcement	of	recruitment	of	Overseas	Acclerators	for	the	2021	Global	Acceleration	Program	for
Startups[~2021-02-14]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공고[~2021-03-09]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2021-02-03]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2021-03-10]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2021-02-08]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1-02-17]
재도전성공패키지(채무조정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2021-02-25]
재도전성공패키지(IP전략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2021-02-25]
재도전성공패키지(일반형)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2021-02-2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2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2021-05-31]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BIG3)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	통합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비대면서비스)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전략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일반)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재도약)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디딤돌(첫걸음)(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전략형과제(소재ㆍ부품ㆍ장비)(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전략형과제(4IR)(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계획[~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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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2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2021-02-18]

보건복지부
Arab	Health	연계	한국	통합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02]
KiMES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02]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4-26]
2021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지원	공고[~2021-02-19]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사업	지원	모집	공고[~2021-01-31]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모집	공고(일반광업육성지원)[~2021-01-31]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2021-02-04]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ATC+)	R&D;	신규지원	모집	공고[~2021-02-08]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시험검사	지원	사업	공고[~2021-02-05]
MedTech	Innovator	Asia	Pacific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1-31]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17]
북미	온라인	소비재	B2B	유통망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모집	공고[~2021-02-10]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01]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2021-02-01]
기계장비ㆍ로봇ㆍ바이오ㆍ조선해양ㆍ지식서비스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02-23]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09]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6]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4]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6]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중국	상하이	미용	뷰티(홍차오	뷰티)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클린팩토리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6]
1차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2021-02-26]
제조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동시저감	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6]
홍콩	유아용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10]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3]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5]
ICT분야	SXSW	현지	VCㆍAC	연계	스타트업	미국진출	지원사업	공고[~2021-02-10]
정밀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2021-02-19]
독일	하노버	온라인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05]
독일	뉘른베르크	애완동물용품	전시회(Interzoo)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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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2021-02-16]
2021년	정보통신ㆍ방송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2021-02-01]

1차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진단	수요기업(기관)	모집	공고[~2021-02-26]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2021-02-05]
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수정공고[~2021-02-16]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	시행	공고[~2021-02-15]
2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R&D;	성과활용	및	신사업	촉진	지원사업(성과활용촉진형)	공고[~2021-02-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고[~2021-03-0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	공고[~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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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테스팅	지원사업	대상	기업	모집	공고[~2021-02-03]
1/4분기	SW의	글로벌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ㆍ현지화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공고[~2021-02-03]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2021-02-22]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단	선정계획	공고[~2021-02-25]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사업	공고[~2021-03-03]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가점	부여)[~2021-03-0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ㆍ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	공고[~2021-02-01]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21-05-14]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05]
상반기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다큐멘터리	부문	및	KBS	독립영화	투자지원)	공고[~2021-02-03]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제영화제ㆍ중소규모	국제영화제)[~2021-02-22]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우대)[~2021-02-0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공고[~2021-02-1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2-24]
재난피해	복구역량강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2-24]
취약계층ㆍ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2-24]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2-24]
자연재난	정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2-24]

환경부
2020년	녹색기후기금	연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개발	지원	공고[~2021-02-16]
한-중(허베이)	환경기술교류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10]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공모	공고[~2021-03-12]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2021-02-15]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국토교통	중소기업혁신	품목지정형	자유공모)[~2021-02-09]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품목지정공모/공공ㆍ공사	연계형))[~2021-02-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16]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2021-02-19]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2-26]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2-26]
스마트	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2-26]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2-26]

농림축산식품부
수질개선기술	실증시험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02-23]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02-16]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농식품	수출비즈니스	전략모델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2]
농식품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1-30]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농식품	업체	수출	지원)[~2021-02-10]

관세청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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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3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2021-02-04]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2021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03-
03]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2021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
03-03]

기상청
날씨경영우수기업	모집	공고[~2021-04-23]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2021년	지식재산	지원사업)[~2021-02-10]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	기업회원	사전모집	및	아이디어	공모과제	발굴	연장모집	공고[~2021-02-05]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온라인	참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2-12]
IP제품혁신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협업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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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선정	공고[~2021-12-31]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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