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23호	(03.26)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업종별	사회적경제	공동판로개척	지원사업(1차)	공고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사전진단	및	매칭)	컨설팅기관	공모	절차	안내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	1회	서울특별시	희망광고	지원	단체	공모	(~4.19)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장(참여기업)	모집	공고	(~3.26)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복나눔재단]	Charity	Startups	프로젝트	공모전	(~3/28)
[모집공고]2021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사업(~4/2)
[모집공고]2021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4/2)

서울시50+패밀리
[재단][입찰공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경기마을공동체
이주민공동체	지원사업	최종선정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경영지원사업	통합	모집공고	(~3.31.)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일자리재단]「强원_더우먼	여성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강원문화재단]	2021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리동네	홀씨되어'	공모
[강원도]	2021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	공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년	G-	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건강보험공단]	사회혁신조직	성장지원	'건이강이	스케일업'	지원사업	안내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	국제	목재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안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년	G-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년	G-	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발굴지원사업	(실천모델	발굴분야)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시장진출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신청	공고
수출상품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	신청	공고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이베이	및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푸드,스마트문화콘텐츠	성장지원사업	참가기업…

서울산업진흥원
핀테크·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02)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24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250
https://sehub.net/archives/2064354
https://sehub.net/archives/2064487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86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24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1217662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00&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29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52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84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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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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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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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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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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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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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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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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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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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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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91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9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89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388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27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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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단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5)
XR	기기	및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1.04.02)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3.31)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1.04.23)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지원	2차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홍보	및	홍보캠페인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제10회	2021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주제	연계	아트프로젝트	및	홍보캠페인	기획·운영	용역	입찰	재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	통계연감	발간	및	통계정보서비스	입찰	공고	안내
예술꽃	씨앗학교	컨설팅·평가단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예술교육TA>	공모(2.26.~4.9.)
[공모]	2021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스페이스	랩:	아직]	프로젝트	1차	공개모집(~03.31)
[결과]	2021년	예술축제지원사업	시민모니터링단	&	서울축제지원센터	축제모니터링단	선발결과	안내
[공모]	2021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TA(Teaching	Artist)
[공모]	2021	서울문화재단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심의결과]『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최종	심의결과	안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1년	제주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브랜드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업	참여형	프로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불광2동	향림마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용역	시범사업	공고	(~4/2)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신규선정	(~4/3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사업	(~4/12)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04/16)
실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10'	(~4/5)
[소셜벤처	데이터바우처	사업]	7천만원	상당	AI	가공	비용	무료	제공	(~4/16)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4/9)
「2021년	공유기업,단체지정	및	지원」	공모	(~3/30)
[재공고]'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2021년	로컬랩	추진사업	(~3/29)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	2차	연구계획서	제출	대상자	안내
[서울시동남권NPO센터]	2021년	동남권NPO지원사업	_	온라인	사업설명회	(~4/9)
행복나래	상품경쟁력	강화사업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지원사업	공고	ʻ오늘의	실험,	미래로	한	걸음’	&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3/25)
성평등	활동	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참여단체	모집	재공고	(~3/30)
[2021청년주거작은연구모임
청년허브	지원사업	<오늘의	실험,	미래로	한	걸음>	[청년	국제교류협력	지원사업	ʻ글로벌	솔루션랩’]	(~4/11)
청년허브	지원사업	<오늘의	실험,	미래로	한	걸음>	[입주공간	지원사업	ʻ미닫이실험실’]	(~4/11)
청년허브	지원사업	<오늘의	실험,	미래로	한	걸음>	[프로젝트	공간	지원사업	ʻ없애는	실험실’]	(~4/11)
청년허브	지원사업	<오늘의	실험,	미래로	한	걸음>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ʻ청년업’]	(~4/11)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	양성	및	채용연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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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49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0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01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32&txtKeyword=&ddlKeyfi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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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1946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45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4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2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1982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171&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263&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300&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296&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0295&cbIdx=98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289&cbIdx=955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16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2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7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0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0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4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6&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2&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51&qstr2=page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기관	2차	PT심사	결과	공고

COOP협동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과학기술인협동조합	컨설팅	과정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아카데미	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ʻGSEF	2021	멕시코	국제사회적경제	포럼’	제안서	모집	(~4.9)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2차)	(~3.31)
[공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매	기획전	(~4.16)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	기업	모집	공고(2차)	(~3.31)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주거재생과]	우리집	특화시설(주민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자	모집(~3/30)
[재단법인	홍합밸리]	'2021년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	UP!'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4/11)
[코이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현지조사)	참여자	모집(~3/28)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코워킹룸	입주기업	모집	(~4.5.)
[상상우리]디지털로	원하는	시간에	일하기	-	[경력단절여성	리턴십(Return-ship)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1차~3.30/2차~4.14.)
[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change	up	참여자	모집(선착순모집~3.31.)
[인천테크노파크]	「2021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예산소진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참석자	모집(~3.26.)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시스템	교육(4/2)
남부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04/02)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선정	결과	공고(3차)
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안내
상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설명회	안내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수혜기업	선정	결과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가치매칭데이	제안	단체	선정	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서부][모집]	2021년	신중년커리어프로젝트	굿잡5060	참여자	모집[~4.8]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참여자	모집(~3.28)
[도심권]2021년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2차	대면심사	안내
[북부]50+안전산행지원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재단]2021년	50+당사자연구	공모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면접심사	일정	공고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	추가모집	합격자	공고
[서부][모집]	신중년	독서실관리사	참여자	모집
보람일자리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	모집	결과
[남부]서울시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	법률상담』	신청하기
[도심권]2021년	1학기	해설이	있는	물길여행(4~6월)	수강생	모집
[노원]4월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3월]	좋은	건	함께	하기!	노원50플러스센터랑!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	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3월호)
[성북]2021	전통아카데미	강사공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강서]2021	강서50플러스센터	커뮤니티	추가	모집
[서초][오樂실_3D펜]	`오락실이용권`	신청

신나는조합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5251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87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86
https://sehub.net/archives/2064194
https://sehub.net/archives/2064071
https://sehub.net/archives/2064374
https://sehub.net/archives/20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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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88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47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8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4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92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91
http://bsec.or.kr/board_VfTS43/15365
http://bsec.or.kr/board_VfTS43/15379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1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09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08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07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70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058488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0594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4019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36664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120392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5559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10500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37593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1226054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126652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23404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26067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260559
https://www.50plus.or.kr/sbc/detail.do?id=11245397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1236608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12328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3/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기업	모집	공고
용산구	사회적경제	여성	리더십	포럼	(2021.3.30.)
SRT	매거진	6,	7월호	사회적가치면	ʻ바이소셜(Buy	Social)’	참여기업	모집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희망팀	및	운영자	대상	참가자	모집
LG소셜펠로우	11기	모집

사람과세상
[성남사회적경제센터]2021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포터즈	모집	공고
[2021년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필독)	주간1년과정	대면수업	실시	알림(3월	29일부터)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정책자금융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
[한국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강화	지원기업	모집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2차	참여자	모집공고
[인재육성팀]	ʻ사회적경제	열기(熱氣,	Open)’	교육생	모집	공고
[인재육성]	2021	「HIRA+강원JOBs」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강원도]	「2021년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모집공고
[강원문화재단]	2021년	강원도	문화공연단	[On(溫)tact	Live	Concert]	발굴	공고	/	연장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창업지원팀]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공고
[한국임업진흥원]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커뮤니티와경제]	2021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경북도청]	2021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고용노동부]	2021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50+일활동마당
이움심리상담연구소-'그림책,	힐링을	부탁해'	온라인강의(신청	~3/31)
두플러스협동조합-50+디지털	금융의	모든	것(신청	~3/29)
재미사마-8인8색	명사특강	『뉴노멀	시대를	보는	또	다른	시선』(온라인)
더쇼퍼-찾아가는	헌혈	'기프트카	레드카펫'	캠페인

서울산업진흥원
마곡	이노베이션	스케일업	참여기업	모집(2021.03.29)
1인	미디어	스튜디오	및	커뮤니티	전문운영사	모집(2021.04.04)
XR	산학연구회	모집공고(2021.04.07)
제5회	서울혁신챌린지	모집	공고(2021.05.02)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	참여청년	모집(2021.04.07)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파트너스	모집(2021.04.15)
서울	유망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1차	모집(2021.04.02)
TRADE	ON	해외온라인	비즈매칭	참가기업	모집(이미용-말레이시아/라이프스타일-베트남/I..
SBA	웹툰파트너스	공실	입주기업(팀)	모집(2021.04.21)
베트남	SEOUL	MADE	STREET	테넌트	입점기업	모집(2021.04.09)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F&B;	협업기업	모집(2021.04.06)

서울일자리포털
[신중년(5060)취업교육]다시	도약하는	인생	2막!	(3월30일,유튜브	라이브	방송)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5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02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08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09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13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12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118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46&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1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57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56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56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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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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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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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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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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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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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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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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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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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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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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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JOB학교_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도보배달원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방역전문가	양성과정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사찰음식요리사온라인과정

Koica
KOICA	UNV	대학생봉사단	7기	모집
KOICA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역량강화과정	참가	안내
상반기	KOICA	인턴	모집(장애인	대상)
KOICA	경영평가	국민참관단	모집	안내
KOICA	기술평가위원	후보군	모집	안내
2020년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파트너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우먼업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여성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	~	3/31)
중부여성발전센터:118기(2021년	4~6월)	개강안내_4/5(월)부터	요일별	순차개강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8기(2021년	4~6월)	개강안내	4/5(월)부터	요일별	순차개강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소식]	이커머스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주목!!!	경제전문가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2021	이커머스	전략
세미나>	온라인방송	안내(03.26(금))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용산센터]	『202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4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8기(4월~6월)	폐강	강좌	안내입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도전!	My	job	찾기	프로젝트	｢2021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모집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2021년	기업환경개선지원	대상업체	선정	발표
북부여성발전센터:[발표]	빅데이터분석마케팅전문가과정	교육생	합격자	발표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	꿈드림	상담	컨설팅	참여자	모집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국비무료]	중간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북부여성발전센터:[면접공지]빅데이터분석마케팅전문가양성과정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	공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모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언택트	디지털미디어영상	프로듀서	양성과정	모집	(~4/23)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교육	Practice	Academy	<아뜰리에로의	초대>	최종	심의	결과	발표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워크숍	'작업의	감(感)'	참여자	모집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4월	대관	일정표(3.25ver)
[초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	콜로키움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서울(서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예술놀이LAB>	TA	최종	심의	결과	안내

경기문화재단
문화시설	이용하고,	지역화폐	환급받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명회]	제주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설명회	자료	및	수요조사서
[소셜부스터	2021]	참여기업	모집	결과	공고
재미있는	분쟁사례로	보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상표	·	특허	교육	[2021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알림]	2021년	협동조합	정기	운영	교육
[2021	제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스쿨]	참가자	모집

서울연구원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도화	수준	종합적	진단과	제고	방안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Fellowship	4기	모집
[YTN라디오	생생경제]인도네시아와	우간다를	돕는	소비	루미르&제리백2021.03.25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벽화디자이너양성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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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PO지원센터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	생태귀농학교	(3/23~4/10)
서울동행	상반기	대학(원)생	참여자	집중모집	(~4/9)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21년	월곡주얼리장학생	모집	(~3/31)
[국제청년센터]	대학생	공동	프로젝트	인권	단체	모집(~4/10)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단체	2기	지원	공모	(~3/28)
[빠띠]	나만의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카누	인큐베이팅	워크숍>	참가자	모집	(~3/28)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신나는공익X작당>	(~4/1)
환경·안전·보건	분야	은퇴자	출판지원사업	'숲과	나눔	그루터기	총서'	집필진	초빙	(~4/18)
[알파라운드]	청년	일자리	멘토링	α프로젝트	멘토모집	(~3/31)
[서울시	뉴딜일자리]	기업교육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
[(사)환경교육센터]	'모여봐요	독서의	숲'	읽기모임	참가자	모집	(~3/29)
동북권	아카이브	참여자(단체)모집(~8/31)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제14기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모집(~4/12)
[코이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역량강화	과정	참여자	모집(3/28,	일,	24:00)
[사회적협동조합	사람마음]	트라우마	현장	활동가를	위한	나침반	회복	길찾기	(4/7,	4/14)
청년	일자리	멘토링	알파	프로젝트	멘토모집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제1차	열린소통포럼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	(3/31)
[빠띠타운홀]	봄맞이	무료	체험	이벤트(~3/31)
[아름다운재단]	제16회	나눔북스클럽	(4/2(금)	15:00~)	참가신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1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참여자	2차	모집	공고(~3/31)
[하나를위한음악재단]하모니네이션온라인뮤직캠퍼스참가자	모집(~3/31)
[세모람]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4월	참가자	모집	(~4/5)
[노회찬재단]	우리	단체의	비전을	정책으로	만들자!	노회찬정치학교	심화과정	모집	(~4.9)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참가신청	-	7기	교육	참가자	모집	(~3/28)
알파라운드	<내	마음	바로알기	-	속마음산책>	4월	교육
협동조합	맞춤교육	인사노무	교육	(4/16)
사회적경제	온라인	교육(~5/11)
경력단절여성	리턴십(Return-ship)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1차	모집	:	~3.30,	2차	모집	:	~4/14)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	지역주관처	모집	공고	(~3/31)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	웹개발자	양성	및	취업과정(~4/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온라인	정책워크숍	(~4/3)
[모집]	연구결과공유회	'NPO,	빅데이터를	만나다'(4/2,	금,	2시/온라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실수해도	괜찮은	사회생활	연습실	과정	①	(~4/2까지	접수)
[나눔과셈]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양식	작성방법	(4/9)
[민주주의	서울]	처치곤란	아이스팩	해결방안	아이디어	모집(~4/22)
[나눔국민운동본부]에듀테크	메이커스	역량강화	과정	참가자	모집(~4/11)
[재단법인	그린피스]Legacy	and	Major	Gifts	Manager(~4/5)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2021년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3기	모집!(4/20,4/27,5/4,5/7~8)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정의	X	기후정의와	탈핵	북토크(4/1	목,	4/7	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과로자살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북토크'	(4/8)
[참여연대	아카데미]	독서클럽_사람과	동물의	윤리적	공존을	위해(4/8~)
[아름다운커피]	15,000명이	참여한	세계시민교육	콘텐츠	ʻ체인지유어초콜릿	교육키트’	업데이트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협동조합	아카데미	및	컨설팅	기업	모집(무료)
비영리	홍보러	사교클럽	회원	대모집	(~4/5)
동북권	시민교육	참여단체	모집	(~8/31)
ʻ공익활동	실험실’	참여	단체(or	단체간	네트워크)	모집	(~9/30)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의제	워킹그룹	공개모집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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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8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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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0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1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1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4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1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1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3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1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2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1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5&qstr2=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디지털	사회혁신	및	온라인	홍보	분야	신입/경력	직원	채용	공고(~3/31)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공고(~4.5)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재공고]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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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서울시50+패밀리
[동작]2021년	동작협치	사업	돌봄	활동가	모집
[도심권][50+전문사회공헌단]	2021년	하천생태보전사업단	활동가	모집	공고문
[노원][긴급]	노원50+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제5차	유기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채용재공고]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2차	신규직원(동자치지원관..

Koica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	시스템개발	및	기자재공급용역	전문가	모집
2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캄보디아	건강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	2차	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사업(UNICEF)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	직원채용(교육팀원)	채용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교육강사	모집	공고

서울뉴스
제6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규직	팀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사회적가치연구원
[SPC팀]	CSES	박사급	채용공고	(~4/4)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인력(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계획	2차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IVI한국후원회]	모금홍보마케팅	담당	직원	(신입/경력)	채용	(-3/31)
[사단법인	호이]	2021	호이	CEED	교육	연구원	모집	(3/31)
[재단법인	나이스피플]	정규직	활동가	채용	공고(~3/31)
[여성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3/31)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형	동네관리기업	수리마포	활동가	모집	공고(~3.26)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모집	(~3/28)
[재단법인	진실의	힘]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4/9)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4/7)
[팩트체크넷]	경력직	회계	업무	담당자	채용	공고(~3/26)
[문화다움]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인력	채용	공고(~4/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23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243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48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778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2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224195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125402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227826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5&bbsNo=15&nttNo=556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56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027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032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042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044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0423/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614
https://www.ggcf.kr/archives/136844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4775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205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651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732&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8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9


[JA	Korea]	채용	-	청소년	프로그램	매니저_디지털	리터러시	파트(2021.	3.	31(수))
[재단법인	그린피스]	후원	유지&개발	담당자	모집(~4/2)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팀	도시재생사업	담당자	채용(~4/4)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팀	에너지효율사업	담당자	채용(~4/4)
[한국해비타트]	기획관리팀	구매/국제본부	담당직원	채용(~3/28)
[동남권npo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4/5)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아카이브,상담소)	채용	최종합격자	안내
[사랑의열매]	계약직	직원	채용(~4/5)
[(사)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마케팅팀	팀장,	팀원	채용공고(~채용시)
[동물자유연대]	미디어팀	및	회원모금팀	활동가	모집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기한연장)(~4/4)
[월드투게더]	사업팀장	채용(~4/6)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서울문화재단-효성그룹,	장애예술가	지원	이어	나간다

서울연구원
세대별로	느끼는	서울시민의	사회갈등

서울뉴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	조성전략	토론회(3.30)
서울의	문화예술	알릴	온라인	서포터즈	「서울문화메이트」	제1기	모집
서울시,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저탄소	레일로드'	탈바꿈
서울시,	어린이집	4.1.	재개원…세밀한	방역체계로	보육	일상	회복
[참가신청]	서울정책연수	'서울혁신로드'
북서울미술관	《SF2021:	판타지	오디세이》	전시안내
처치곤란	아이스팩,	어떡하지?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4.2까지	참여	작가	모집
서울시,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가족상담	지원'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마음잇다)	심층상담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1차)
인권포럼	'코로나	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서울서	만나는	히말라야…스포츠클라이밍	'산악문화체험센터'	25일	오픈
서울시,	올해ʻ수질자동측정기’424개	전	동으로	확대…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서울시,	360도	촬영장비	갖춘	'V-커머스	스튜디오'	패션기업에	무료개방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뉴스
“남녀	성별임금	실태	파악하기	위해	ʻ성평등임금공시제’	필요”
경기도,	4월	1일부터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찾아가는	자녀양육서비스,	ʻ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가	도와드려요
도	여성가족재단-도내	육아종합센터,	ʻ아빠하이!’	사업에	협력

통계청
2020	한국의	사회지표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사용으로	안전한	조사환경	도모

라이프인
나이들어도,	병들어도...'집'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돌봄'이란
[포스트플라스틱②]	플라스틱	순환경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7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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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사회	문제	해결할	'체인지	메이커'	육성	박차
남도수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우수기관	선정
인테리어에도	사회적	가치를	…	키뮤스튜디오,	'오늘의	집'	입점
사회혁신기업	더함,	쏘카와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업무협약
서울시,	25일	ESG	온라인	포럼	개최
어쩌다	사회적	기업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전자!
더	밀접한	사경-불교	위한	올해	계획은?
은평구,	2021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	공모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놓치지	마세요!
대전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공사,	'신축'으로	계획변경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성북구,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한다…'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공모
"마을공동체를	주민들	손으로"…도봉구,	'2021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시행
경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할	99개	업체	선정
환경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참여조직	공모...지원대상	확대
산림청,	'산림을	통한	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	개최
주민주도	도심	주거개선의	새로운	모델	"약수공가협동조합"
[어떤	가능성	②]	변화의	여지(room)를	담은	지역의	공간(room)

이로운넷
행복얼라이언스·포스코,	결식	우려	아동	위해	ʻ행복도시락’	배달
경력보유여성	취업	힘쓴	㈜남도수산,	여가부	장관상	수상
[기고]	'사회적	은행,'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문제	해결법	됐으면
봄이	오나	봄,	강원	사회적경제	기업	'꽃차'소개
인천시,	2021년	신규	마을기업	대상	입문교육	실시
신협,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한다
SKT-한전,	1인	가구	고독사	빅데이터로	예방한다
대전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년	말	조성에	속도낸다
“사업가보다	사명가로	불리고	싶다”
“친환경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여기가	환경	클러스터”
[기고]	사회적경제	종사자가	조합원인	신협이	필요한	이유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금융	기금	운용	준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여기서	살수	있어요”
강원도,	사회적경제	창업의	꿈을	키우세요
“버려지는	쌀에	가치	불어넣으면	ʻ⾦싸라기’	됩니다”
“환경을	삼키는	플라스틱,	줄이고	다시	쓰고	바꿔써야죠”
초기	기업	어떻게	투자받을까?	투자자‧스타트업	관점에서	푼다

UN	“숲	복원으로	경제	회복	촉진하고	기후변화	완화해야”
충남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강원사경게시판]	3월	넷째주	알림
이색가게의	찰떡협업	ʻ연남동	끝자락길	프로젝트’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21]
창업기업의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창진원-중진공	핫라인	모집	공고(수출	상담	지원)[~2021-04-19]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2021-03-31]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1단계)(2021년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	공고)[~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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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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배출저감분야)	시행계획	공고[~2021-03-2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3-31]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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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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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	창ㆍ취업	프로그램	1차	교육생	모집	공고(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2021-04-08]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2021-04-15]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1차)	시행계획	공고[~2021-04-15]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생활혁신개발과제(진단ㆍ기획)	시행계획	공고[~2021-04-15]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BM)	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04-1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벤처	MVP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2021-04-11]
한-러	혁신	플랫폼(스타트업	러시아	진출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9]
K-tag(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업체	모집	공고[~2021-04-2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1-04-16]
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	청년상인	모집	공고[~2021-04-02]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2021-03-31]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모집	공고[~2021-03-31]
1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9]
일반형	클러스터	구축	지원사업	재공고(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지원)[~2021-03-3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04-02]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4]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2021-06-30]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ㆍ보급사업(1~2단계)	지원	과제	모집	공고[~2021-04-01]
미국	라스베가스	콘크리트	및	건설기자재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3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2]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3-31]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2021-04-09]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2021-03-31]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2021-03-29]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3-31]
중국	선전	사물인터넷	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30]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4-07]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해양	전시회(NEVA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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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2021-03-29]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진단ㆍ지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조혁신	전문가활용	지도)[~2021-03-31]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2021-04-08]
베트남	호치민	기계전시회(MTA-Vietnam)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	건축ㆍ인테리어ㆍ설계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서비스디자인혁신사업	안전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6]
디자인-온라인	제조	플랫폼	서비스	지원사업	시제품	제작	수요기업	모집	공고[~2021-04-09]
태국	방콕	식품가공,	충전	및	포장기술	전시회(ProPak	Asia)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1]
전통세라믹	테스트베드	활용	소재	시험생산	기업지원	공고[~2021-04-1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정개선	기업지원	공고[~2021-04-14]
로봇분야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모집	재공고[~2021-04-13]
K패션-디지털	지원프로그램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2021-04-09]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입주기업	선발	공고[~2021-04-15]
제1차	로보튜브	기술지원	연계	로봇	수요ㆍ공급	참여	기업	모집	공고[~2021-05-31]
미국	바이오	디지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7]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19]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16]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개발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04-22]
중국국제소비품	박람회	온라인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2]
5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	전시회(MWC	2021)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2]
캐나다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23]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4-19]
유망아이디어	기술화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수요기업)	모집	공고[~2021-04-16]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2021-03-31]
글로벌SW신산업	수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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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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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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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콘텐츠	파트너십(중국ㆍUAE)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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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000000000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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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0000000006258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7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60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3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49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0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0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0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46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71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69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72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64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93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8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88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84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7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75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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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0000000006178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4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87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9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198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5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7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5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6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4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6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26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16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09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7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3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7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5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3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4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3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584


상반기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태국ㆍ필리핀	등)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9]
2차	핀테크	API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모[~2021-03-29]
융합보안	혁신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15]
K-마루기업(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4]
DATA-Stars(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2021-04-15]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2021-04-27]
2차	디지털콘텐츠기업	해외	법인	설립	및	해외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30]
과학벨트	지원사업	지원	공고[~2021-04-19]
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2021-04-30]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공고[~2021-04-16]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W-SETUP)	모집	공고(실전창업교육	1기	참여	희망자)[~2021-04-02]
ICT융합스포츠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22]
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	공고[~2021-04-12]
차세대	웹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공고[~2021-04-22]

문화체육관광부
수출용	출판	홍보자료(포트폴리오)	지원사업	공고[~2021-03-31]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이율	우대)[~2021-04-12]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31]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보육(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02]
출판콘텐츠	번역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4]
1차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14]
코로나19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공모	안내[~2021-04-18]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ㆍ초기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3-29]
혁신형	물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2021-04-11]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소재기업)	모집	수정공고[~2021-04-01]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업사이클	기업)	모집	수정공고[~2021-04-01]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08]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19]

국토교통부
K-City	Network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사업	공고[~2021-04-20]

해양수산부
어묵	제조ㆍ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대출	추가모집	공고[~2021-03-31]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4-08]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2021-04-14]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2021-04-14]

농림축산식품부
쌀가공품	품평회	참가신청	안내	공고[~2021-04-02]
외식기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30]
농산물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1-03-31]
청년농	창업ㆍ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3-31]
농식품	중국	One-Stop	시험수출	지원사업	공고[~2021-03-29]
농식품	일본	One-Stop	시험수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3-29]
농식품	베트남	One-Stop	시험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3-29]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2021-04-14]
직매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08]
농식품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3-31]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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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신청	공고[~2021-11-30]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상표권	출원지원)	신청	공고[~2021-11-30]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참여업체	모집	공고[~2021-04-05]
임산물	상품화사업	신규업체	모집	공고[~2021-04-05]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21]
한국	농식품	및	연관	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04-02]
1차	스마트팜	ICT	기업	및	장비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안내	공고[~2021-03-3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16]

문화재청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2021-03-30]

관세청
김포공항세관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4-03]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4-23]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4-12]
국방벤처	지원사업	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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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날씨경영우수기업	모집	공고[~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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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발명코리아	모집	안내	공고(여성	예비창업자	지원)[~2021-03-31]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05-07]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	시행	공고(舊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2021-04-15]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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