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20호	(03.16)

장보기	전	용기	준비하셨나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려면	장보기	전에	빈	통을	준비
해야	한다.	매장에는	물건을	담을	비닐이나	용기에	담겨서	판매
하는	물건이	없기	...

	

제로	웨이스트,직접	해보니	쉽네~

제로	웨이스트란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
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
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공고:2020년	사회적가치지표(SVI)	기측정	우수기업	민간·공공기관	맞춤형	연계	지원사업	안내
사업공고: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	연장	공고
사업공고:2021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선정	공고	(~3.19)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	21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3.26.)
[행복나눔재단]	Charity	Startups	프로젝트	공모전	(~3/28)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고(~3/22)(*온라인설명회)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사전진단	및	매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3/17)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자율매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3/26)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보조금	회계처리	사전검토	지원사업	공고문
21년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3/26)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형	일반	협동조합	스타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	서울50+인턴십	운영기관	공모사업	선정심사	결과안내	공고
[남부]『50+기술전문가	매칭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단]2021년	50+적합일자리	발굴	채널	제안사업	집중공모

경기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선정공고
마을종합지원사업	서류심사	선정	결과	공고

https://gcrcenter.github.io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09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09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83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83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20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1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208
https://sehub.net/archives/206350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8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86
http://bsec.or.kr/board_VfTS43/15221
http://bsec.or.kr/board_VfTS43/15250
http://bsec.or.kr/board_VfTS43/15245
http://bsec.or.kr/board_JkIH72/15311
http://bsec.or.kr/board_VfTS43/15304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1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11529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062085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1106656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88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88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이주민공동체	서류심사	선정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청년	취창업	준비생	디지털	교육기기	지원대상자	공모(~3/21)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경영지원사업	통합	모집공고	(~3.31.)
경기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용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마을기업	식품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공개평가형)	모집	공고(2021.03.25)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1차	모집	공고(2021.03.23)
핀테크·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02)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06)
G밸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08)
인공지능(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2021.04.07)
마곡산업단지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2021.03.26)
마곡지구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26)
도시형소공인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9)
마곡산업단지	기술교류	성과확산	지원사업	공고(2021.03.22)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26)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5)
장르물	IP	통합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2021.05.10)
XR	기기	및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1.04.02)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	및	최종	파일	게시
IBS	프로그램	수시발굴	사업	공모
2020년	시민사회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1차	공모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1차	공모	결과	공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치매	예방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arte라이브러리	및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위탁	사업	용역	입찰	변경	공고	안내
지역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안내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지원	사업	공모	안내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	연구'	지원	사업」	공모	안내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안내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예술교육TA>	공모(2.26.~4.9.)
[메세나팀]	2021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공모(3.2.~3.17.)
[메세나팀]	서울문화재단×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	공모(2.26.~3.17.)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3883&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
http://hamkke.org/archives/4180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52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316967&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74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76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75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72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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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43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3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3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3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5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5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5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4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8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6857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29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034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30&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29&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17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69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78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887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02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01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1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48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171&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197&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180&cbIdx=966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	서류심의	결과	및	인터뷰	심의	안내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복합	체험공간	조성	용역」	입찰공고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용역
경기문화재단	업무용차량	임차	입찰공고문
전곡선사박물관	기획전	전시공간	조성공사	입찰공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1년	제주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브랜드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지역	인권활동가	교통.숙식비	지원	프로젝트	'한달음'	(~11/30)
제4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숲활동가	복지	지원	공모사업
[서울시]	2021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공모"(~3.22)
불광2동	향림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용역	시범사업	공고	(~4/2)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021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4>	활동지원사업	공모(~3/26)
[서울여성공예센터]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3/23)
[숲과나눔]	국제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Global	Seed	Grant	2기	모집	(~3/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신규선정	(~4/3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4/12)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04/16)
서울	정동	역사재생	주민공모사업	(~3/19)
실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10'	(~4/5)
도시전환랩	운영사업	공모	(~3/22)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3/18)
[KOICA	시민사회협력실]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성과공유회(3/24)
[수돗물시민네트워크]「미래세대	물교육	공동사업」공모사업(~3/19)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단체	2기	지원	공모	(~3/28)
노동커뮤니티	지원사업	(~3/22)
[따뜻한동행]	제4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3/19)
환경·안전·보건	분야	은퇴자	출판지원사업	'숲과	나눔	그루터기	총서'	집필진	초빙	(~4/18)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4/9)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아시아	사회적경제	보고서(국,	영문)
선정결과:2021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2개소)	입주기업	선정심사	결과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ʻGSEF	2021	멕시코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제안서	모집	(~4.9)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	(~3.31)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2차)	(~3.3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년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ʻ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	모집	공고
창업보육공간	입주팀	선정결과	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	우리집	특화시설(주민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자	모집(~3/30)
[아산나눔재단]	아산상회:	북한이탈,	한국,	외국	청년	글로벌	팀창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3/18)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컨설팅(~3.18.)
[모집공고]	2021	제	3회	시민이	선정하는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선발대회	참여기업	모집(~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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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성공회대	AMP과정)	수강생	모집(~3.17.)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창업자	JST	입주기업	모집재공고	(~03.26)
[모집]	2021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모집	안내
[오마이컴퍼니]	SRT	매거진	5~7월호	사회적가치면	'바이소셜(Buy	Social)'	참여기업	모집(~3/19)
[재단법인	홍합밸리]	'2021년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	UP!'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4/11)
[SK프로보노]	플라스틱	제품	양산	자문	패키지	신청	안내(~8.3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설명회	개최(03.22.월)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브랜드	개발업체	관리기관	모집공고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첨단…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년	50+일자리	온라인	사업설명회(3.16)
[서부][모집]	2021년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	굿잡5060	참여자	모집[~4.8]
[북부]2021년	공유사무실	입주자	모집
[동작]2021	상반기	당사자기획	오프라인	강사모집
[도심권]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2021년	1학기	개설과정안내
[서대문]2021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서대문·마포·은평구	지역복지사업단』	참여자	모집공고
[강서]2021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강서구	지역복지사업단	』	참여자	모집공고

신나는조합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3/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3/3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2021	서대문	스타트업	비전	포럼(3.18.)

사람과세상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정책자금융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
[마을기업팀]	「2021년도	마을기업가	발굴·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강원문화재단]	2021년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	발굴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2차	참여자	모집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시행계획	재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3.3~3.19)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	2021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공유경제	창의학습동아리	및	공유실험실』참가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DMC	산학연구회	모집공고(2021.03.17)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기관	모집(2021.03.19)
DT스쿨	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C유형-DT입문)(2021.03.22)
DT스쿨	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B유형-직무특화)(2021.03.22)
DT스쿨	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A유형-업종특화)(2021.03.22)
마곡	이노베이션	스케일업	참여기업	모집(2021.03.29)
DMC	적재적소	프로그램	사업공고(2021.03.25)
DT스쿨	온라인	사업설명회	안내(2021.03.22)
글로벌유통사관학교	제2기	슈퍼루키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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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NS	마케팅	파트너스	모집	공고(2021.03.22)
1인	미디어	스튜디오	및	커뮤니티	전문운영사	모집(2021.04.04)
베트남	SEOUL	MADE	STREET	입점상품	모집	공고(2021.03.22까지..
제1차	DMC지원시설(첨단/산학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4.0..
XR	산학연구회	모집공고(2021.04.07)

서울일자리포털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4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3월24일~25일]2030청년	취업심화교육-유튜브	라이브방송
[신중년(5060)취업교육]다시	도약하는	인생	2막!	(3월30일,유튜브	라이브	방송)
[3월24일~25일]취업의	완성!	2030취업심화교육(유튜브	라이브	방송)
직업교육_디지털서포터즈양성	교육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2기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리더십	분야	<미션비전	수립	워크숍>	수강생	모집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창업공고)	2021년	상반기	창업부스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	3/24까지	접수)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	~	3/31)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139기)	비대면	온라인	단기특강	모집(3/16)
[모집]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강북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시각편집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법무사무원	양성과정	강좌설명회	(3/18)
중부여성발전센터:118기(2021년	4~6월)	개강안내_4/5(월)부터	요일별	순차개강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2021년도	취업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참여자	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데이터	라벨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기	취◦창업	동아리	모집	공고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기	창업	매대	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2분기	아트마켓	입점상품	선정	결과발표
[발표]	2021년	서울문화재단	청년문화크리에이터	서류심사	결과	발표
서울무용센터	레지던시	오픈콜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서울무용센터	정기대관	승인결과	안내
[웹진	연극in]	200호(배리어프리)	음성해설	녹음	신청	안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3/18)
[설명회]	제주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설명회	자료	및	수요조사서
[소셜부스터	2021]	참여기업	모집	결과	공고

서울연구원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사회적가치연구원
[에쓰비]	에쓰비	상담소_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2편	(오투엠)2021.03.15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설명회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기관	경영컨설팅	신규	시설	모집	안내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도민	평생학교	제주	신화	학교	1기	참가자	모집
제주도민	외국어	교육사업	'아카데미'	운영	안내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신화학교	강좌	연다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8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7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4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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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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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212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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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2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2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3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31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34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38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648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51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50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50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49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48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48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481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indang_notice.do?bcIdx=120253&cbIdx=98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251&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notice.do?bcIdx=120246&cbIdx=98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notice.do?bcIdx=120244&cbIdx=98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play_notice.do?bcIdx=120243&cbIdx=986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679&code=sky_com_notice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173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17
https://www.si.re.kr/node/64505
https://www.cses.re.kr/multimedia/contentsView.do?boardSeq=646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66
https://daejeon.pass.or.kr/board.es?mid=a10201000000&bid=0003&act=view&list_no=6941&tag=&nPage=1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718&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717&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715&act=view


서울NPO지원센터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스마트도시	편	(~3/17)
'아산상회'	3기	참가자	모집	(~3/18)
[와이즈	서클]	3-4월	독서서클	'액티브	호프Hope'(3/23~)
[재단법인빈손채움x공익경영센터]공익경영아카데미	9기	모집(~3/21)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	생태귀농학교	(3/23~4/10)
서울동행	상반기	대학(원)생	참여자	집중모집	(~4/9)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적가치조직의	협력적	파트너십	워크숍	(3/25.목.	줌대면소통)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新공익활동가	양성교육_공익오디세이	신청인	모집(~3/18)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21년	월곡주얼리장학생	모집	(~3/31)
[한국모금가협회]	★NEW	!!	2021	상반기	모금실무	코칭강좌	개강(3/19~7/2)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기자단	모집	(~3/18)
[모집]	시민과학풀씨	2기	연구자	모집	(~3/22)
사회적	가치	아카데미	2021	#3	(3/25)
소셜벤처	인사이트	컨퍼런스	개최	안내	(3/18)
[국제청년센터]	대학생	공동	프로젝트	인권	단체	모집(~4/10)

[다른몸들]	교차하는	현실	속	돌봄,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돌봄	강의	(3/16~5/18)
[자연의벗연구소]채식기후행동365와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3/26)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젠더액션플래너	전문과정(~3/16)
[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별별	영화	수다회(3/20)
시민청	시민디렉터	모집	안내	(~3/24)
고퀄리티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한	활용도	높은	디자인	스킬	교육생	모집	(~3/18)
커뮤니티	<소울메이트>	진행자	모집	(~3/16)
서대문	스타트업	비전	포럼	개최	(3.18)
[빠띠]	나만의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카누	인큐베이팅	워크숍>	참가자	모집	(~3/28)
[재단법인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	모집(~3/24)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신나는공익X작당>	(~4/1)
[플래닛타임즈]	지구수호	미디어	객원기자	모집(~3/19)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재충전	프로젝트	<일단,	쉬고>	(~3/19)
[공감인]	속마음산책	청년공감단	<마음:벗	2기>	모집	(~3/19)
[월드비전]	시리아	내전	10주기_전쟁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	국민	청원	캠페인	(~3/23)
[2021년	사업설명회]	"공익활동이라는	우주,	도킹하시겠습니까?"
건물	주차장	사용	제한	안내(3/15~3/21)
[알파라운드]	청년	일자리	멘토링	α프로젝트	멘토모집	(~3/31)
[사회투자지원재단]사회적경제학습공동체	페다고지	학습자	모집(~3/17)
[여성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3/31)
땡큐공감프리마켓	참가-판매	희망기업	모집	(~3.18)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상담	신청자	모집	(3/17)
도봉구	마을협동조합	육성과정	1기	모집	(~3/26)
[사단법인	씨즈	X	서울시	청년허브]	기후위기,	동네에서	해결한다고?	-	2021년	지역순환경제	글로벌	솔루션랩	런칭	이벤트	(3/24)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토론회	(3/24)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더좋은세상(사)피피엘]	2021년	경력직	실무자	모집	공고(~3.19)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력직	실무자	채용(재공고)(~3.18)
[함께일하는재단]	채용공고(~3.22)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채용공고(~3.18)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1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4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4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3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72&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6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6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6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9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9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9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17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18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18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164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3/25)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공고]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대구…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년	상반기	[외부전문가]자문위원	모집(~3/31)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

서울시50+패밀리
[서초][채용]서초50플러스센터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	직원채용	안내

신나는조합
[공채	2021-2호]	신나는조합	경영기획팀	경력직원	공개	채용(~	3/19)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규직	전환	및	승진	평가	공고

Koica
1차	KOICA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청년인턴)	모집	공고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1기	모집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	시스템개발	및	기자재공급용역	전문가	모집
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르완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설립사업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서울NPO지원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함께할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3/18)
[정의기억연대]	사무처에서	함께	할	실무자를	모집합니다(~3/17)
[IVI한국후원회]	모금홍보마케팅	담당	직원	(신입/경력)	채용	(-3/31)
[사단법인	호이]	2021	호이	CEED	교육	연구원	모집	(3/31)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23)
[삼양청년회관]	2021	삼양골목에디터	모집	(~3/21일요일까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기획총괄팀장	채용공고(~3/21)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공개채용	(~3/18)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사무국장/팀장	채용(~3/19)
신나는조합	공채	2021-2호	경영기획팀	경력직원	공개채용	(~3/19)
청년허브	직원	공개	채용공고	(~	3/21)
[생명의숲]	재공고_	생명의숲과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연구소	활동가(~3/26)
[농부시장	마르쉐]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3/20)
[라이브러리티티섬]	동료를	찾습니다.	(~3/21)
[재단법인	나이스피플]	정규직	활동가	채용	공고(~3/31)
[강남구자원봉사센터]교육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3/22)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단	전담인력	계약직	채용(~3/22)
[(사)나눔과나눔]	파트타임	채용공고(~3/20)
[도봉여성센터]성평등활동센터	팀장/팀원	채용	공고(~3/18)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력직	실무자	채용(~03/18,재공고)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형	동네관리기업	수리마포	활동가	모집	공고(~3.26)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함께	세	들기,	예술공유	창작소의	실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적	교육으로
제도의	출발선에서,	문화예술용역의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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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제1차	생태도시	포럼	개최
서울형	품셈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알림
서울시,	3월의	문화재	탑골공원팔각정·서울	대한의원·서울	효창공원	선정
서울시,	여성공예창업가에	최대	200만원	성장지원금…ʻ공예창창’참가자모집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만9천대	집중보급
서울시,	1,400여	실내	공공시설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팡팡	터진다
서울시,	7천여개	공공서비스	예약개편…카카오톡	개시,	비대면	요금감면
서울시,	ʻ도시농업전문가’양성	교육…	40명	참여자	모집
스타트업	성장등용문ʻ제5회	서울혁신챌린지’…우수혁신기술에	최대	2억	원
어려운	이웃	찾는	착한	탐정이	되어	주세요
「공유	기업·단체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
민주시민교육과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공모
서울시-한화솔루션,	동네가게에	장애인	이동편의	'이동식	경사로'	무료지원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교육	PPT	자료
제5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및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1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한옥지원센터]	시민한옥학교	한옥건축교실	수강생	모집
숙명여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3월,	이달의	서울	문화재	카드뉘우스'	선정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설치	복지시설·커뮤니티시설	현황

경기뉴스
[아동돌봄①]	내	주변	ʻ아동돌봄플랫폼’	한눈에	알아보자!경기도,	2월부터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	개시…아동돌봄시설	2490곳	모
두	표시
“ʻ최초’의	무게감으로	ʻ최고’의	소방서비스	펼칠	것”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91.0%…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남자는	군대,	여자는	출산?…“올바른	성평등	교육·정책	마련돼야”
경기도	어린이,	ʻ건강과일’로	튼튼하게!
[카드뉴스]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라이프인
경북도,	지역주도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시동…'L.E.A.D.'	전략	제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입찰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똑똑!	ESG	⑤]	ESG도	유행인가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심사평가원,	일자리	플랫폼	구축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자금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	…	연	1.8%	고정	금리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최대	50개소	개소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	고시	"보호종료아동	취약계층	인정,	만	34세까지"
머리를	감는	동안	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다
[기고]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과,	무엇이	결정하는가?
코로나	시대	중·고교생을	위한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	맞춤형	교육

이로운넷
서울시,	지역	정체성	보존할	재생활동가·주민공동체	키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4개소	입주기업	모집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72개	단체	선정
대전시,	문화콘텐츠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참가기업	모집
“숨기고	싶은	여성질환?	당당하게	관리하고	병원	갑시다”
[환경살림]	2.	국내	최초	커피박	환전소	생긴다.
[이로운	Book촌]	"임팩트경영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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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문화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ʻ경단녀’가	창업한	ʻ매일생선’,	“건강한	간편식	만듭니다~”
[이로운	BOOK촌]	복지제도가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서울시,	주민	참여로	기후위기	대응할	ʻ에너지자립마을’	50개	모집
대전시	'청춘	너나들이'	밀알복지관과	협약	체결
광주	사회적경제	기관들,	취약계층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특수고용직	안전망,	협동조합으로	다시	짠다”
“건강한	잔소리	해줄	어른과	함께라면,	독립만세!”
ʻ꼰대’가	아닌	ʻ어른’이	되자…건강한	나이듦에	필요한	조건
신나는조합·사회연대은행·열매나눔재단,	서민금융	지원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18]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	지원계획	공고[~2021-03-22]
2기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2021-03-1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3-19]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2021-03-31]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7]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1단계)(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	공고)[~2021-04-01]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2단계)(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	공고)[~2021-04-12]
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2021-03-29]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노출저감분야)	시행계획	공고[~2021-03-29]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3-25]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배출저감분야)	시행계획	공고[~2021-03-29]
상반기	6개국	통합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3-31]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07]
제1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청년	창업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공고[~2021-03-19]
1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2021-04-16]
1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2021-04-16]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2021-04-09]
글로벌조달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29]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30]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ㆍ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2021-03-26]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2021-04-30]
1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1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12]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4-12]
대ㆍ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02]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참가자(여성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4-05]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2021-04-01]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09]

보건복지부
중소	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	사업(화장품	홍보	판매장	및	팝업부스)	공고[~2021-03-19]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04-02]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모델	개발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2021-03-19]
보건산업분야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2021-03-26]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ㆍ보급사업(1~2단계)	지원	과제	모집	공고[~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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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소비재(현대	가정용품)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맞춤형사업화)	세부추진계획	공고[~2021-03-18]
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2021-03-18]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9]
한국에너지공단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	공고[~2021-03-19]
미국	라스베가스	콘크리트	및	건설기자재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26]
3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2]
시장주도형	제조로봇	리스ㆍ렌탈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2021-03-2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3-31]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2021-03-24]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2021-03-25]
한국디자인진흥원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3기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3-17]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2021년	중국	언택트	지사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9]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2021-04-09]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2021-03-31]
터키	이스탄불	자동차	공업	및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22]
베이징	프랜차이즈	전시회	홍보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9]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3-26]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2021-03-29]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31]
UAE	두바이	국제치과포럼	및	전시회(AEEDC	2021)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7]
중국	선전	사물인터넷	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30]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4-07]
Bayer	AGㆍKoreaBIO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7]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상품선정	개최	공고[~2021-06-30]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지원계획	공고[~2021-03-25]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BKE	Tokyo	June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5-07]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RSAC	2021)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17]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건축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6-3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해양	전시회(NEVA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3-31]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2021-03-29]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24]
재제조기업	맞춤형	레벨업	지원	대상	수요기업	모집	공고(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2021-03-19]
한-태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4-30]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진단ㆍ지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조혁신	전문가활용	지도)[~2021-03-31]
상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CSR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9]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반	기업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2021-03-19]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2021-04-08]
베트남	호치민	기계전시회(MTA-Vietnam)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3-24]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사업	공고[~2021-03-22]
해양ㆍ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03-17]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2021-03-31]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3-25]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ICT	Growth)사업	공고[~2021-03-24]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공고[~2021-03-24]
디지털콘텐츠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공고[~2021-03-2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00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5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5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8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5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1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26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49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44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5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3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3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1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58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58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80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76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74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73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73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1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2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2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83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86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0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06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9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02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9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9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8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7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0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0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3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11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00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7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7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5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92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4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1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33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8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5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4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616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3-24]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24]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24]
스마트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공고[~2021-03-22]
기술선도형	컴퓨터그래픽(CG)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고[~2021-03-22]
AI	기반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26]
글로벌SW신산업	수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31]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CT	벤처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3-18]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공고[~2021-0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4-13]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료	개발ㆍ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	프로토타이핑	전문기업	육성사업	시행	공고[~2021-04-05]
5G	전략시장	해외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사업)[~2021-04-09]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	공고[~2021-03-31]
MWC	디지털콘텐츠	한국전시관	참가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사업)[~2021-04-12]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투자유치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사업)[~2021-04-09]
디지털콘텐츠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사업)[~2021-04-09]

공개SW	기업성장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4-09]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4-09]
해외	신흥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사업)[~2021-04-16]
정보보호	우수	기술(제품ㆍ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2021-04-07]
연구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시행	연장	공고[~2021-03-22]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인력	현장지원	기업신청	공고[~2021-03-19]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ReSEAT	프로그램)	공고[~2021-04-12]
완전무인점포	보안성	향상	및	취약점	발굴ㆍ개선	지원	사업	과제	공모[~2021-04-12]
클라우드혁신센터	클라우드컴퓨팅	공급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2021-04-13]
클라우드혁신센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2021-04-09]
클라우드혁신센터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공고[~2021-03-26]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선도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정과제(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선정	재공고[~2021-03-26]
하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글로벌과정	사업	공고[~2021-04-12]
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XR	플래그십ㆍ5G	콘텐츠	플래그십)	공고[~2021-04-12]
DATA-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2021-04-15]
DATA-Global(데이터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공고[~2021-04-15]
상반기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선발	공고[~2021-04-1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공고[~2021-03-19]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패션문화전시	지원과제	선정	공고[~2021-03-19]
우수공예품	지정계획	공고[~2021-03-26]
게임기업	육성	지원	공고[~2021-03-18]
신기술	연계	만화콘텐츠	제작지원	공고[~2021-03-18]
창의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모집	공고[~2021-03-24]
수출용	출판	홍보자료(포트폴리오)	지원사업	공고[~2021-03-31]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이율	우대)[~2021-04-12]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공고(창업발전소)[~2021-03-23]
콘텐츠	예비창업자	우수창업기획	공고(콘텐츠	스타트업	리그)[~2021-03-23]
콘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콘피니티)[~2021-03-23]
창업도약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콘텐츠	스타트업)[~2021-03-23]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팩토리랩	12기	창작자	모집	공고[~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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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더하기(GSP	plus)	지원게임	모집	공고[~2021-03-26]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크리에이터랩	2기	창작자	모집	공고[~2021-03-23]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후속지원	론칭랩	3기	창작자	모집	공고[~2021-03-23]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31]
전승공예품	디자인개발(협업)	지원	사업	생활	속	전승공예	컨설턴트(업체)	공고[~2021-03-24]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3-29]
에너지다소비시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24]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2021-04-1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	지원사업	안내	공고[~2021-03-19]
상반기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지원제도(성과공유제ㆍ공동투자형	기술개발ㆍ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통합	공모[~2021-03-2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ㆍ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연장	공고[~2021-03-19]
1분기	3차	환경정책자금(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9]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소재기업)	모집	수정공고[~2021-04-01]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업사이클	기업)	모집	수정공고[~2021-04-01]

국토교통부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	공고[~2021-03-19]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19]
상반기	해양수산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8]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2021-03-19]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2021-03-17]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추가모집	공고[~2021-03-31]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4-08]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18]
디지털육종	전환지원사업	참여	종자기업	모집	공고[~2021-03-19]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2021-03-23]
쌀가공품	품평회	참가신청	안내	공고[~2021-04-02]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30]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1-03-24]

유제품개발ㆍ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1-03-24]
농산물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1-03-31]
청년농	창업ㆍ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3-31]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23]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추가공고(2021년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1-03-17]

농촌진흥청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지원업체	공모[~2021-04-19]

산림청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26]

기상청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연장	공고[~2021-03-26]
날씨경영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2021-04-09]
날씨경영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컨설팅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2021-04-0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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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발명코리아	모집	안내	공고(여성	예비창업자	지원)[~2021-03-31]
IP제품혁신	지원사업	(특허청	단독형)	공고[~2021-03-24]
아세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	공고[~2021-03-19]
1차	콘텐츠	해외	출원ㆍ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3-26]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기업	선정	공고[~2021-03-26]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44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78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88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07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85
https://gcrcenter.github.io/
mailto:obs001@snu.ac.kr?subject=%EB%89%B4%EC%8A%A4%EB%A0%88%ED%84%B0_%EC%88%98%EC%8B%A0%EA%B1%B0%EB%B6%80&body=%EB%89%B4%EC%8A%A4%EB%A0%88%ED%84%B0%EC%9D%98%20%EC%88%98%EC%8B%A0%EC%9D%84%20%EA%B1%B0%EB%B6%80%ED%95%A9%EB%8B%88%EB%8B%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