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13호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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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X	bluepoint	partners]	The	GS	Challenge	바이오	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3.7)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치구	기반	실행지원	사업	공모	(~2.24)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공모(~2.22)
롯데홈쇼핑	입점판매	및	성장지원사업	심사	결과	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2021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통합공고(~3.7)
[인천광역시]	2021년	인천광역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3.9.)
[사회연대은행]	한전KDN사회적경제	기업	경영개선	지원사업(에너지-환경	분야)(~.3.8.)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비R&D;)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사단법인	씨즈]	시민주도형	지역순환경제	&	그린뉴딜	분야	사회적기업가	육성

[재단]2021	50+당사자연구	공모

신나는조합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1년	협동조합	스케일업	지원사업	(~3.9)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서로(SEORO)	모집	공고	(~3.11)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정책	접수심사	시스템	운영	콜센터	운영	용역
창업플랫폼	통합홈페이지	운영용역(재공고)
경기도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J-BUS)운영	용역_시흥	수의계약	안내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인재육성팀]	「사회혁신	비즈니스모델	실험비	지원사업」	참여자(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부	추천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K-스타트업	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팀]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기초경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수산식품	중국	One-stop	시험수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원도청]	2021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	사업계획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6차산업	인증경영체	홈쇼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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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17
https://sehub.net/archives/2063138
https://sehub.net/archives/2062925
https://sehub.net/archives/2063273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37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4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72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97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0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830811
https://50plus.or.kr/detail.do?id=1080687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85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829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218718&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221771&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220911&bidseq=00&releaseYn=Y&taskCl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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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75&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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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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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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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8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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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51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	사업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	Scale-Up	지원사업	모집(2021.03.02)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모집	공고(2021.03.25)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1차	모집	공고(2021.03.23)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2021.03.12)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전략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	및	최종	파일	게시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1차	공모	안내(~3월2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	'유연한	함께	살기'」	운영기관	공모	안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안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부처협력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상이군경)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근로자)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방과후청소년)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치료감호소)	공모	안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소년원학교)	공모	안내
「202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지원사업	공모(2.8-3.2)

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	ʻ두	개의	DMZ’	제작	및	설치」	입찰공고문
경기문화재연구원	노무도급	단가계약	재공고

서울NPO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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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프로젝트-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공고(~2/25)
[법무법인디라이트]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ㆍ제도	개선	지원사업	공모	(2.15~3.12)
[서울하우징랩]	1인가구	주거에세이	공모(~2/26)
양성평등	인식	제고	사업’보조사업자	공모	공고(~2/26)
[서울환경연합]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3.12)
지역	인권활동가	교통.숙식비	지원	프로젝트	'한달음'	(~11/30)
정기공모사업	인권프로젝트-온	시행공고	(~2/2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주관기관	공모	(~2/23)
제4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12)
[동북권NPO지원센터]	공간나눔	지원사업	'공익활동	첫걸음'	참가자	모집(~3/1)

[Monthly	SOVAC]	우리	같이	할까요?	세	남자의	세상을	바꾸는	협력	이야기	(2/24)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5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0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2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2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18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8579/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1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62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61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55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45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24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23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22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21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19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18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61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20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1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09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bcIdx=119687&cbIdx=984
https://www.ggcf.kr/archives/135595
https://www.ggcf.kr/archives/13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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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4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0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8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0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0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8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8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8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1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07&qstr2=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2021년	점프업허브	제1차	입주사	모집(~3/7)
[고용노동부]	2021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신청(~2.22)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	모집	(~2.28)
[SE	:	LETTER	#153]	삶과	사회를	잇는	일��
2020	연구	결과	공유회	개최	(2.2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3.4)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자	모집	공고
혁신형사업	신규	모집	공고	(~3.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26.	17:00까지]	2021년	비대면	통합품평회	참여	모집	공고
[SK	프로보노]	2021	SK	프로보노	사업	자문	신청	기업	모집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GKL사회공헌재단]	2021년	기획사업	수행단체	공개모집	공고	(~3.10)
[HIFS]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24기	수강생	모집(~2.26.)
[(사)사회적기업연구원]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재도전	모집	공고(~2.25.)
[상상우리]	포스코경영연구원	프로보노	참여기업	모집(~2.28)
[해양수산부]	쿠팡과	함께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30%	할인'	안내(~2.28.)

[모집공고]	2021	인천시	사회적경제	청년	공감기획단	2기	모집(~3.2.)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두레온(溫)	2021년	입점	기업	모집	공고(~2.26.)
[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	우리집	특화시설(주민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자	모집(~3/30)
[서원대학교]	스포츠사회적기업	전담센터	창업보육팀	모집(~3.2.)
[아산나눔재단]	아산상회:	북한이탈,	한국,	외국	청년	글로벌	팀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3/18)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비R&D;	지원계획	공고(~3.22.)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구	서대신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모집	공고(2/8~2/2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뉴스레터	구독신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24)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사업…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전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후보	등록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	홈페이지	-	기업·상품안내]	페이지	기업	등록	안내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서부][2021년	3-4월	교육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북부][2021년	3-4월	기획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서부][모집]	2021년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	굿잡5060	참여자	모집[~3.4]

[남부]『50+반려견돌봄전문가』	펫시터	모집
서울형뉴딜일자리	『디지털학습전환지원	전문인력』	면접심사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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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097
https://sehub.net/archives/2063421
https://sehub.net/archives/2063288
https://sehub.net/archives/2063282
https://sehub.net/archives/2063270
https://sehub.net/archives/2063263
https://sehub.net/archives/2063201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590&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592&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6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62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33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6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66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16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41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3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71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7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68
http://bsec.or.kr/board_VfTS43/15142
http://bsec.or.kr/board_JkIH72/15175
http://bsec.or.kr/board_VfTS43/15151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42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96
http://djse.org/app/board/view?md_id=notice&code=1262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08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699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0637738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067212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58488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80540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840455


[재단]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캠퍼스	운영	안내(2.17	~)
[재단]8인8색	명사특강	『뉴노멀	시대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남부][공지]	캠퍼스	정상	운영	안내(2.17	~)
[남부]「50+스마트시티전문인력」	참여기업·기관	모집
[북부]캠퍼스	운영	안내
[도심권][신간소개]우리는	중년의	삶이	재밌습니다
[노원]온라인	강의(웹엑스)	사용설명서
[동작]2021년	신중년사회공헌	사업	전담매니저	서류전형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서초]2021	인큐베이팅	공유사무실(둥지)	입주단체	선정안내

경기마을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2021년	첫	손님이	오셨어요!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환경형/재도전)	~2/25
[쿱비즈협동조합]	2021년	상반기(검정시험	통합과정)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과정(신청	~2/21)
★	2021	협동조합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교육	안내	(~3/5)	(교육자료	있음)
[아산나눔재단]	제10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2.22)
혁신형	사업	신규	모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2/24)

사람과세상
[COOP]	2021	꼭	알아야할	2020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사항(카드뉴스)

[SE]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	자원봉사단	모집(~2.22)
[교육생	모집]	멀티미디어	웹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년	비대면	통합품평회	사회적기업	모집공고(~2.26.	17시)
[남부]	2021년	여성가족부	지원	IT분야	직업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	춘천시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춘천몰)	신규	입점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주몰』	입점기업	신규	모집	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1차	참여자	모집공고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2021년도	신중년	경력활용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	공고문
[상지대학교]	2021년	사회적경제선도대학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	강원도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사업	참가기업	상시	모집	공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성장을	함께할	창업팀	모집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본선발	창업팀	모집(~2.25(목)	18시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HACCP과정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	상담전화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창업팀	모집	공고(02.03~02.25)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업팀	모집(~2/25)

50+일활동마당
재미사마-<별빛도서관_도서관을	읽어드립니다>
웨딩쇼퍼-<50+웨딩쇼퍼>가	'기프트카	레드카펫'을	만났어요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0826719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0830683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0829904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0854450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0828317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082361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854174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0840080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0855122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4&boardNo=3840&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3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75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79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69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76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86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876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7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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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5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7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6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6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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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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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8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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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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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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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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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wNjgmc3RhcnRQYWdlPTAmbGlzdE5vPTM2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xMDImc3RhcnRQYWdlPTAmbGlzdE5vPTM4M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xMDMmc3RhcnRQYWdlPTAmbGlzdE5vPTM4M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48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212
http://www.sechungnam.org/app/board/view?md_id=notice&code=4098
https://www.cnse.kr/app/other_news/view?md_id=other_news&code=3032
https://youtu.be/9I0BGeKAVEA
https://50plus.or.kr/detail.do?id=9977873


드론	레크리에이션-다음	설날에는	드론	날려서	손주들에게	칭찬	받아볼까
엄마학교협동조합-행복해지려는	엄마들을	위한	소셜	다이닝	이야기	파티(2/24,온라인)

서울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연장	및	프로그램	지원	심사일정	..

서울산업진흥원
하이서울	B2B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수행기업	모집공고(2021.02.26)
G밸리	산학연구회	모집(2021.03.04)

서울일자리포털
[3월24일~25일]2030청년	취업심화교육:유튜브	라이브방송
[3월11일]2030청년(신입)취업기본교육:유튜브	라이브방송
4050	중년	취업교육[스마트한	이전직	전략]	:	온라인,	2월25일(목)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4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키오스크	강사양성	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1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3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1기
소양교육_디지털역량강화	줌(ZOOM)활용교육	1기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신청(선착순)	및	온라인	배포	안내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신규선발	공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일자리메이커사업	면접안내문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3월	정기주차	신규신청	불가	안내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7기	사물함	열쇠	반납	및	118기	사물함	연장신청	안내
동부여성발전센터:2021년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우선순위	접수	일정	안내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모집]	2021년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북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0기	교육	재개	안내(2/22(월)부터)
서부여성발전센터:[긴급공지]	2020년	3분기(84기)	교육	재개	안내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117기	교육	재개	안내(2/22(월)부터	해당	교육	요일에	따라	순차개강)
중부여성발전센터:118기(2021년	4~6월)	신규강사	공개	모집

사회적가치연구원
[에쓰비]	에쓰비	상담소_삶의	질	저하	2편2021.02.17

서울NPO지원센터
[교보교육재단]	제23회	교보교육대상	수상후보자	열린추천	(~2/28)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24기	교육생	모집	(~2/26)
[국제청년센터]	'당신은	세계시민	입니까?'	세계시민교육	강연	참가자	모집(~2/24)

LH	사회적주택	역촌	헤르미온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3/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3.2.화	17:0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아동동반	공유사무실	멤버십'	신규	모집(~2/28)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모집(~2/20)
시니어	사회적경제	인턴십	수요기업	모집	공고문	(~2.26)
열매나눔재단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글로벌	및	서울경기권역	창업팀	모집	(~2.25)
[전국귀농운동본부]	자립하는	소농학교	12기를	모집합니다.(~2/28)
[전국귀농운동본부]내손으로	만드는	햄,소시지,베이컨(3/6,	3/7)
[서울노동권익센터]	허브사업단	조직화	지원	및	네트워크	담당(~2/23)
[사회연대은행]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2/25,18시)
[에스이임파워]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홍보	(~2/25)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86기	홍성편	모집합니다

https://www.lifejump.co.kr/NewsView/22IGBS4WS3/GW04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314038/items/331184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6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0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03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2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1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1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1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2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17&txtKeyword=&ddlKeyfi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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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all&bbs_seq=12620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3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2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2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1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1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1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0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196
https://www.cses.re.kr/multimedia/contentsView.do?boardSeq=6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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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26&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7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7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192&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62


[민주주의기술학교]	더공부	5기	모집	(~3/7)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스마트도시	편	(~3/1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축구	대학생	피스메이커(~3/5)

일자리/채용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제2차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대전사회적경제
[채용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활동가	모집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50+패밀리
[노원][긴급]	노원50+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대문][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성북]강사공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신나는조합
[공채2021-1호]	신나는조합	기반조성팀	신규	직원	공개	채용	서류전형	결과	공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년도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립멘토링	멘토단	모집공고(~2.24.(수)	18시)

서울마을공동체
[채용공고]서대문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원	공개채용

Koica
알제리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사업	기획조사(2차)	전문가	공모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계약직)	채용공고(21-1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공무직)	채용공고(21-1차)

서울우먼업
제2차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계약직(광역새일)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제1차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계약직(육휴대체)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중부여성발전센터:[직원	채용]	국민취업지원	사업	업무	전담자	1명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직원	채용공고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채용	결과

서울문화재단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	문화행정가>	행정적격심사	결과발표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재취업	지원	전문관>	2차	채용	공고(긴급)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	경쟁	채용	계획

서울NPO지원센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재능허브팀	정규직	채용공고(~2/21)
[사단법인씨즈]	직원채용공고	(~2.2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	상임활동가	채용	공고	(~3/5)
[노무현재단]	서울사무처	경력직	채용	공고(~02/22)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청년활동가	채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2/20)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직원	채용(~3/7)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채용	공고	(~2/21,	기한연장)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2
https://sehub.net/archives/2063414
http://sesang-mansa.kr/app/board/view?md_id=notice&code=1243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586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0821547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0828961
https://www.50plus.or.kr/sbc/detail.do?id=1082201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4886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45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36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999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69990/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16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15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1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622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622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0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20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19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recruit_list.do?bcIdx=120141&cbIdx=964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61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679&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공고(02.10~02.25)
[JA	Korea]	채용	-	청소년	프로그램	매니저_디지털	리터러시	파트(2021.	02.	25(목))
[JA	Korea]	채용	-	홍보마케팅	매니저	(2021.	02.	25(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2/24) 
[서초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경력사원	채용	(~2/21)
[재단법인	소리율]	문화예술	재단법인	경력사원	채용	(~2/21)
생명의숲과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생명의숲	연구소-(~2/26)
[발전대안피다]	2021	피다에서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3/3	마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1-002	채용공고(~2/24)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공개채용	합니다.(~3/1)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직원	채용	공고	(~2/24)
[서울환경연합]	 미디어홍보팀·기후에너지팀	청년활동가	채용(~2/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활동가	채용	공고(~3/5)
[환경재단]	2021	상반기	채용공고(~2/24)
[더멋진세상]	나눔홍보	직원채용
[동남권npo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3/4)
[세상아이]	사업매니저	채용(~3/1)
[채용공고]	녹색교육센터	경력직	활동가	채용(~3/2)

행사/캠페인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020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유튜브	영상	업로드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적가치조직의	온-비잉	조직문화	워크숍(3/3,	10.	줌	대면소통)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집	밖에서	집을	찾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2/23)
[월드비전]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불평등	정책포럼	(~3/4)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시민	공간	<시민청	12대	사업>	온라인	투표(~2.22.)
[서울예술교육센터ㆍ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가	역량강화	사업>	공모(2.22.~3.8.)
[서울예술치유허브]	2021	서울예술치유사업	<예술로	힐링>	지원사업	공모(2.10.~2.26.)

서울뉴스
흐르는	빗물	모아	필요할	때	다시	써요	!	…	빗물저금통	90%	지원
서울시,	청소년	트라우마	상담	'토닥토닥	마음톡톡'	5종	심리치료카드	개발
[문화비축기지]	T5	기획전시	'내가	쏜	위성'
작년	347억	매출활약ʻ서울캠퍼스타운	창업기업’올해	1천호	기업	돌파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심리상담	분야)모집	공고
상명대	캠퍼스타운	'Value	up!	창업	공모전'
『2021년	중증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	올해	전기차	약	1만2천대	보급해	4만대	돌파…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	일	년	내내	재미있는	별	여행…	온라인	공원	프로그램	소개
서울시,	올해	도서관	투자	263억…'25년까지	40개	공공도서관	추가확충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맘	편히'…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	받는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시,	2조1천억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해	501개	기업에	투자했다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보급	사업	안내
서울영상크리에이터(6기)	모집	안내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4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3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4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9659&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136&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19690&cbIdx=966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77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8803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68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756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642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747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8336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55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42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0634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8706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28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694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17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3058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학습지원사업	안내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민주주의	서울]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경기뉴스
경기바다를	경쟁력	있는	관광명소로！경기도,	특화거리	2개소	조성	등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	확보
경기도,	물만큼은	믿고	마실	수	있게	만든다
고령화	넘어	ʻ고령사회’	진입…경기도	대책은?
비대면	역사문화탐방	돕는	ʻ경기옛길’	전용	앱	출시

통계청
2020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라이프인
소셜벤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영등포,	마을에서	배우는	혁신교육	추진
[생활수첩]	북한	화장품의	불시착
서해를	잇는	항구도시	남포를	바라보다	(下-4)
서울시	사회적경제,	2021년은	'지원에서	협력으로'
[Mㅓ하시는	Zl요?]	강한솔	청년	활동가,	"활동가라는	일이	직업이	되길"
사회혁신가의	든든한	버팀목,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십'
[취재수첩]	공공은	공공의	적?혁신을	위한	이해
서울시,	청년실업해소	SIB	참여자	모집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지원	안내서	발간
성동구,	'2021주민공동체	성장지원	공모'	추진	"민·관	파트너쉽	강화"

이로운넷
비대면	시대,	ʻ일잘러’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은?
“사람·지구	생각하는	포용성장,	유행	아닌	주류화	흐름”
“서울	한복판에서	에너지	문제로	뭉친	마을을	소개합니다”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	협력의	기반	만들자"
국내	소셜벤처	1509개사	활동…고용·환경	사회문제	해결	앞장서
인천시,	사회적가치	알리는	ʻ청년공감기획단’	12명	모집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에	14여억원	지원
UNDP,	“그린	뉴딜	등	한국의	회복	노력,	개도국이	참고할	사례"
화이통협동조합	양승우	대표	ʻ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받아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충남	예산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카드뉴스]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알고싶다면?
설립	10주년	MYSC,	고객	신뢰	포인트는	'엑스트라마일'
경기도,	ʻ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그린뉴딜과	사회적경제의	닮은	점은?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2021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03-12]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공고[~2021-03-09]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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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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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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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2171058419769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2161109207639C049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8190&rowNum=10&amSeq=&sTarget=&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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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5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5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5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5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4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82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4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4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4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0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0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80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8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8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8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8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71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7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7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7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969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35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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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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2021-03-04]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2021-03-04]
1차	중소기업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02]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18]
1차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3-02]
1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2021-03-0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2021-02-26]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2021-03-02]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02]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1-02-26]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2021-03-05]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2021-03-05]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2021-03-05]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2021-03-05]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2021-03-03]
1차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3]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26]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2021-02-2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3기	교육생	모집	공고[~2021-03-02]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지원시장	모집	공고[~2021-03-07]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전문기관	모집	공고[~2021-02-26]
온라인전시회(트레이드코리아)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28]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전자연구노트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공고[~2021-03-03]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2]
글로벌	기술	매칭투자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03]
1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08]
창업기업의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창진원-중진공	핫라인	모집	공고(수출	상담	지원)[~2021-04-1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3-02]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2-22]
실전창업교육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3-09]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2021-03-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과제)	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전략과제(함께달리기)	시행계획	공고[~2021-03-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BIG3)	과제)	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2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전략	과제)	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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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벤처	유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중기부)(202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2021-03-1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	통합	수정	공고[~2021-02-25]
2기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2021-03-17]
온라인	전시회	사업(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2-26]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BI	사업자	모집	공고[~2021-03-1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2021-03-11]
창업도약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3-04]
1차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2021-03-05]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계획[~2021-03-0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25]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	공고[~2021-03-12]
1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2021-02-26]

보건복지부
1차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3]
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2차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2021-02-26]
보건산업분야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2]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사업	공고[~2021-03-05]
1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3-09]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	공고[~2021-03-1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5]
북미	온라인	소비재	B2B	유통망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기계장비ㆍ로봇ㆍ바이오ㆍ조선해양ㆍ지식서비스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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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3]
나노융합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2-25]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시행계획	공고[~2021-03-0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03-05]
Invest	KOREA	외국인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IKMP)	사업	공고[~2021-02-28]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3-03]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2021-03-03]
AIㆍ5G	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지원과제	모집	공고[~2021-03-03]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03]
로봇부품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2021-03-0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04]
제23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계획	공고[~2021-02-26]
KOTRAㆍCollision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대상)[~2021-02-22]
중국	상하이	소비재(현대	가정용품)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9]
중국(창사)	국제	공정기계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프랜차이즈	영상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24]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2021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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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2021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15]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조사ㆍ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0]
중국	남부	국제치과전시회(DSC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2-24]
미국	샌프란시스코	반도체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모집	공고(전기전자(소형)분야)[~2021-03-12]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맞춤형사업화)	세부추진계획	공고[~2021-03-18]
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2021-03-18]
한국무역협회ㆍ롯데마트(전문무역상사)	공동	베트남	진출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공고[~2021-03-07]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9]
한국에너지공단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	공고[~2021-03-19]
중국	하이커우시	국제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05]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3-12]
쓰촨	반려동물전시회	연계	홍보부스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2021-02-22]
KOTRA	글로벌점프300	참가	스타트업	모집	공고[~2021-03-15]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26]
2차	중형선박설계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6]
미국	라스베가스	콘크리트	및	건설기자재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디자인-온라인	제조플랫폼	지원사업	전문기업	모집	공고[~2021-03-03]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진단	수요기업(기관)	모집	공고[~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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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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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ㆍ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공고[~2021-02-23]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공고[~2021-03-0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1-03-07]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공고[~2021-03-03]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ㆍ지원	사업	사업	공고[~2021-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3-15]
1차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ㆍ컨설팅	지원	대상기업(기관)	모집	공고[~2021-02-23]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2021-03-05]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02-26]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	공고[~2021-02-26]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공고[~2021-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	기업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2021-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3-05]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6]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공고[~2021-03-22]
해양ㆍ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03-17]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2021-03-3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제영화제ㆍ중소규모	국제영화제)[~2021-02-22]
예술기업	공모전	예술분야	창업과정	지원사업	공모[~2021-03-11]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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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업	공모전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2021-03-11]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개인ㆍ출판사ㆍ1인	출판사	대상)[~2021-02-24]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고[~2021-02-26]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ㆍ기업	모집	공고[~2021-03-12]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사업	공고[~2021-03-10]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사업	공고[~2021-03-10]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3-02]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3-02]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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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K-water	미래	물관리	수요기술)[~2021-02-24]
1분기	2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2-2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1-03-05]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환경부)(2021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2021-03-11]
상하이	국제	환경보호	박람회(IE	EXPO)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1]
한-중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4]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공모	공고[~2021-03-12]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접수	안내	공고[~2021-02-2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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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수요기술	이전지원사업	추진	공고[~2021-02-26]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3-03]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9]
방제단계별	대응역량	강화	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3-05]
해양사고	신속대응	군집	수색	자율수중로봇	시스템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3-05]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3-15]
1차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8-31]
수산식품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2-24]
상반기	무역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2-23]

농림축산식품부
수질개선기술	실증시험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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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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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육성(예비창업팀)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04]
농식품	벤처육성(창업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04]
한국형	농업기술ㆍ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4]
1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일반기업)	통합모집	공고[~2021-02-22]
상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	공고[~2021-03-09]
글로벌	K-Food	Fair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3-05]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기간연장	안내[~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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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농산업체	중국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제품	모집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테스트베드	지원사업)[~2021-02-23]
농산업체	인도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제품	모집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테스트베드	지원사업)[~2021-02-23]
베트남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제품	모집	공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외테스트베드	지원사업)[~2021-02-23]

기상청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1-03-03]

특허청
IP제품혁신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협업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2-25]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지정공모)	공고[~2021-02-25]
1차	IP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2-26]
1차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2021-03-02]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1-03-05]
1차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5]

조달청
영국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2-26]
개별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2021-02-26]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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