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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팀	모집(~5.6.(목)	18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자율형)	신청	공고	(자율매칭/사전진단	및	매칭)
KDB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Ⅰ	참여기업	모집	(~4.27)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대면심사	결과	공고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사업	안내	자료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4.27)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친환경	패키지	&	기업	구매	입찰	자문	참여	기업	모집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삼성카드]	나와	이웃,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4.30)
[서류결과]	2021년도	사회적경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서류심사	결과	및	PT심사계획	공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대상	HACCP	기술지원	사업(~5.2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중년	취⋅창업	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고(~5/13)
(연장공고)	2021온라인판로지원사업(우체국쇼핑)	입점기업	모집안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우수창업기업	집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4.30)
「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패밀리
[북부]2021년	50+단체지원사업	공모

경기마을공동체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기획주제	공모형	2차	모집공고

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2021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4/25)

함께일하는재단
[모집]「울산항은	(너의)U:PArtner」	사회적경제조직	동반	해외진출	지원사업(~4/30	24:00)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	21년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
[마을기업팀]	「2021	마을기업	돌봄	신사업	모델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2021	우수문화상품	공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년	생활권기반	연계협력	지원사업
[기획홍보팀]	2021년	「재무금융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강원테크노파크]	｢2021년	기술닥터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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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6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40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30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540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402
https://sehub.net/archives/2065466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66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99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33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05
http://bsec.or.kr/board_VfTS43/15896
http://bsec.or.kr/board_JkIH72/15949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726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73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50080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39&type=&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2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377
http://hamkke.org/archives/41906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67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90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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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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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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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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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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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강원테크노파크]	2021년	평창군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고
[강원도]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2021년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지원사업	공모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신청	공고
콘텐츠	기획	로컬랩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	개별(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장르물	IP	통합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2021.05.10)
콘텐츠	IP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	기업	모집	안내(2021.04.30)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2021.05.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2021.05.07)
프랑스	안시	MIFA	온라인	참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연수기관	2차	공모	안내
개발협력	M&E;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공모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비정기)	공모설명회	개최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저니투코리안뮤직	프로그램	공모	안내(~04.29	18:00)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공모	면접심의	결과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	연구'	지원	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홍보	및	홍보캠페인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꿈의	오케스트라	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탐방	프로젝트	사업	운영	입찰	공고	안내
국악	교육	디자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지역	연계	사회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취창업	동아리'	참가자	모집

서울문화재단
[공모]	2021년	「도시문화	LAB	-	교육중심LAB」	운영기관	공모	안내
[결과공고]	2021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스페이스	랩:	아직]	1차공모	최종	선정결과
[공모]『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프로젝트	공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책나눔	책드림	꿈드림	사업	용역	추진	공고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축제	사업	대행용역	입찰공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표/특허	출원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1년	사회적경제혁신성장	-	기술지원사업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1차	(~3/3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	ʻ시민- 력’	모집(~4/28)
[아름다운재단]	2021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신규선정)_(4/30	접수마감)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2021	도봉구	우리동네	젠더스쿨	지원사업	공모(~4/30)
『2021년	공동체공간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실행	단계)』	시행	공고	(~4/26)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3기	(~4/25)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9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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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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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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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16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1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8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8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56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170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177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47&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0&txtKeyword=&ddlKeyfi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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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1946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04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1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58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75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9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92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19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94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419&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413&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notice.do?bcIdx=120411&cbIdx=979
https://www.ggcf.kr/archives/137200
https://www.ggcf.kr/archives/137388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4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2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19&qstr2=page


청소년공익활동지원사업	ʻ나눔교육X유스펀치’	(~4/30)
[아름다운재단]	2021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연장/	~21.04.30	자정)
타임뱅크	운영단체	지원사업	“서로-연결	프로젝트”	단체모집	공고	(~4/26)
상반기	-	기부문화	석·박사	연구지원사업	(~5/16)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기업	모집	연장	공고
[교육]	2021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신청	안내(~4/27)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안내(~5/31)
청년등	협동조합	창업팀	모집	설명회	(지원기관별	일정	안내)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5.7)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4.30)
서울시	마을기업	신규교육	입문과정	2차	교육	참가자	모집	(~4.30)
청년	로컬액션	창업	지원	모집	공고(모집기간	연장)	(~4.29)
서울시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입주기업	모집(2차)	최종	선정	결과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전문교육	참여기업	모집	(~5.5)
가락	사회적경제	융합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3차)	(~5.11)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사업	서류	적격	검토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4.30(금)까지]21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기초컨설팅	참여기업(수진기업)	모집
[~4.25(일)까지]21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전문컨설팅	참여기업(수진기업)	모집
「2021	경기도	사회적경제	경영자	과정」	교육생	모집합니다!	(~5.9.)
8기KCDC협동조합경영전문가과정	모집(~5/7)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1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	창업	경진대회(~5.31)
[소상공인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안내(~4.30.)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참가기업	모집(~9.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공고(~5.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브랜드페스타	사회적경제존	참여기업	사전모집	안내(~4/23)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2021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경…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수행	업체	공고(~4.25)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공고
제51회	지구의날	기념	광주행사	리그램	이벤트	안내(	~	4.	28.)

서울시50+패밀리
[서부][2021년	5-6월	교육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8기	모집(~4.25)
[서울시농업기술센터]	2021년	상반기	귀촌(전원생활)교육(~4.27,	선착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프로	모집(~4.27)
[노원]2021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	『노원/도봉구	지역복지사업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안내
[서대문]『	지역복지사업단(서대문/마포/은평구)	』	추가	활동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안내
[서대문][2021년	상반기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커뮤니티	발표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1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4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38&qstr2=page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35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37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40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400
https://sehub.net/archives/2065230
https://sehub.net/archives/2065314
https://sehub.net/archives/2065269
https://sehub.net/archives/2065001
https://sehub.net/archives/2065475
https://sehub.net/archives/2065443
https://sehub.net/archives/2065433
https://sehub.net/archives/2065406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662&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661&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669&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66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0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62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03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198
http://bsec.or.kr/board_VfTS43/1586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2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34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729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36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120368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0571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55401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59182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72791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0446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1706054


[서부]2021	「작은도서관지원단」	최종합격자	발표	및	참여자교육	안내
[동작]2021년	서울시보람일자리	사업	-	방문학습교사	참여자	최종합격자	공고(추가모집)
[서울자유시민대학]	상반기	2차	수강생	모집(선착순)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5.13)
[서울창업카페]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패션주얼리K-라이브	커머스	교육생	모집(~4.27)
[서부]「책놀이지도사」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심사	안내
[서부][모집]	서부캠퍼스	50+자원봉사단	「조경활동가」	모집
[서부][신청]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실전	체험과정
[남부]『50+건설안전감시단』	서류합격자	및	면접	안내
[노원]AI돌봄로봇	효돌	매니저	양성과정	첫	실습날
강서50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연중	특강	일정	안내
강서50플러스센터	2021년	2기(5~7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초]50+를	위한	사.이.다	를	모집합니다.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분야	예비창업팀	모집(~5/28)
[기한	연장]2021	I-SEIF(인천	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기금)4기	펠로우	모집(~04.26)
맘스케어	드림	인턴십	수요기업	모집	공고(~4/30)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공고
「2021	K-	Champ	Challenge	[KB유니콘클럽]	」참가자	모집	공고	(~05.10)
단비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모집	(~4월29일	목요일	오후	3:00)

사람과세상
[COOP]	2021년	협동조합	이해	및	설립	온라인	교육	안내

함께일하는재단
[청년재단]	2021「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참여	청년	모집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21	청년허브	기후위기	포럼	<바나나와	아보카도>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비대면수업	연장	및	훈련수당	지연에	관한	공지
경기광역새일(남부)	직업교육훈련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아카데미	교육생모집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풍벤처스]	「2021	K-Camp	강원」	참가	스타트업	모집	공고
[IBK창공]	2021년	「IBK창공(創⼯)」	하반기	혁신창업기업	모집

[오마이컴퍼니]	SRT	매거진	7월호	사회적가치면	'바이소셜(Buy	Social)'	참여기업	모집공고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	태백시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강원태백몰)	신규	입점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도	「SE프로	지원사업」	지역·협력	분야	참여기관(조직)	모집	공고
[강원도]	2021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중소상공인희망재단]	포토샵	생초보	탈출하기	교육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주	양조장	친환경	배송패키지	지원	모집공고
[강원도경제진흥원]	제31회	하얼빈	온라인	국제경제무역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강원문화재단]	『2021	지역	우수콘텐츠	사업화	촉진	지원』	참가기업	모집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참여자	상시모집	공고
[수협중앙회]	2021년	홈쇼핑	입점	지원	업체	2차	모집공고
[해양수산부]	2021년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모집	…
[강원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주도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기관	모집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모집(4/14~4/2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72151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511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310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217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72535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1701950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1667306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1681211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1714075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705787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1669207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1668682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169129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36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25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33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48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49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464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99&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hamkke.org/archives/42109
http://hamkke.org/archives/42112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68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67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9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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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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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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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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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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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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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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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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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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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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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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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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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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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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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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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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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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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yMDYmc3RhcnRQYWdlPTAmbGlzdE5vPTQzN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4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계획	안내

50+일활동마당
[50+의	사는	이야기]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	서하경	대표	①

서울마을공동체
[선정결과]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2021년	로컬랩	추..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2021년	후기	전형)
성내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중급,	초급)	선..

서울산업진흥원
제5회	서울혁신챌린지	모집	공고(2021.05.02)
싹(SSAC)	SW개발	전문가‧멘토단	대모집(2021.05.16)
싹(SSAC)	주니어	SW개발자	채용	관심	기업	대모집(2021.05.16)
Try	Everything	2021	공동	협력	프로그램	모집	공고(2021.05.02)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허브	파트너스	모집(2021.08.30)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및	제조	푸드메이커	모집(2021.05.07)
캠퍼스CEO	육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1.05.24)
제5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2021.05.20)
DT스쿨	교육생	모집(2021.05.26)
서울기업	온택트	채용관	참여기업	모집
신입사원	스토리텔링	공감프로젝트	참여	모집(2021.10.28)
롯데ON	비대면	오픈마켓	입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2021.04.26)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2021.05.07)
2022년도	SETEC	신규전시회	선발	모집공고(2021.05.18)

서울일자리포털
직업교육_취업파트너즈양성	심화
[중장년4060	취업심화교육]	_인생2막	다시	쓰는	취업포트폴리오(4월27일~28일,유튜브	라이브	방송)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3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6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방역전문가	양성과정교육	3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요양보호사	역량강화	과정교육	1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쿠팡	물품검수사원	직종설명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방역전문가훈련	1기
[중년4050취업교육]	경쟁력	있는	업글인간들의	취업성공전략!	_5월18일(화)유튜브	라이브	방송
[청년2030(경력)]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생생!	합격노하우!	(5월25일	유튜브	라이브방송)

Koica
코이카	이노포트	입주기업	및	단체	모집공고
기술평가	컨설팅	참여	희망	기관	신청	안내
KOICA	2020년도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새글
KOICA,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	시스템개발	및	기자재공급용역	PAO	모집안내	(~5.5.)
[기간	연장]2021	KOICA	리턴프로그램	창업팀	모집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조사(구,	공연예술실태조사)	시행	안내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마포	여성창업자	지원	프로젝트	'또봄'	참여자	모집(~5/16까지	신청)
[2021	여성미래일자리]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5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118기	5월	단기	강좌를	안내드립니다.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18
http://m.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69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5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5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5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6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8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8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9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9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4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3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4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4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5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5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5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4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4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5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54&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174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17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182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179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0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01/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49&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86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694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94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932


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기획프로그램	「아트&테크	랩(Art&Tech;	Lab)」	최종	참여자	선정	결과
[결과발표]	2021	지역예술교육TA	1차	서류심의	결과	및	인터뷰	심의	대상	안내

경기문화재단
(재공고)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도민	홍보대사	모집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요조사]제주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수요조사(~4/30)
[알림]2021년	제3차	인지정	설명회	(4.27.화	10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알림]	제15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8회차	지역공헌활동	지원사업	정리수납	자조	모임	실시

서울NPO지원센터
[다른몸들]	교차하는	현실	속	돌봄,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돌봄	강의	(3/16~5/18)
사회적경제	온라인	교육(~5/11)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2021년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3기	모집!(4/20,4/27,5/4,5/7~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4/6~5/11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단체	모집(~4/25)
[사회연대은행]	청년	일자리	멘토링	α프로젝트	멘티모집	(~4/30)
알파라운드	<청년	일자리	멘토링	알파	프로젝트>	멘티	모집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적목적이	이끄는	조직	워크숍	(4/29,	Zoom	대면강의)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작은모임	지원사업	<반상회>	모집	(4/16~4/30)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측	보건의료	원전자료	읽기	모임	'북-보리'	참가자	모집(~4/25)
[세모람]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거의	모든	IT의	역사>	참가자	모집	(~4/26)
[희망제작소]	비영리	홍보	활동가를	위한	ʻ실무톡톡’(~4/26)

[전국귀농운동본부]	푸르른	계절,	멧나물	들나물을	배워볼까요?(5/7~5/9)
[호모인테르]	신나는	통합적	방식의	통역교육	워크숍	<기초편>(4/30)
[몽당연필]	4.24교육투쟁	73주년	기념	온라인	강연회	참가자	모집	(~4/24)
[모집]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4/23,	2시)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길라잡이	새로배움터	참가자	모집	(~4/27)
[몽당연필]	재일조선학교	역사	온라인	강연회	참가자	모집	(~4/24)
성공회대학교	마을대학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과정	참여팀	모집(~4/3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관광/로컬콘텐츠	특화	분야	예비	창업팀	모집	(~4.30)
[서울여담재]서울여담재	개관프로그램	<책이랑	보드랑>	참가자	모집	(~5/1)
[서울하우징랩]	기획전	<안녕!	오늘	서울>(~6/26)
[다시입다	연구소]	의류교환파티키트	<21%	파티	툴킷>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	~5/7)
[세모람]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행동주의기업>	참가자	모집	(~5/3)
[어린이어깨동무]	평화통일교육강사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4/27)
[한국NVC센터]	2030	랜선	공감	여행	"토크&토크"(~5/10)
[서울하우징랩]	서울하우징랩	주거스쿨(~5/4	모집)
[알파라운드]청년	자립역량	플러스	프로젝트	:	알파라운드	나	바로	알기	 월	참가자	모집(~ / )
[나눔과셈](4/26)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	작성방법	-	간편서식
나만의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카누	인큐베이팅	워크숍>	5월	참가자	모집	(~4/25)
대관	공간별	정원	조정	안내
[서울하우징랩]	온라인	이슈텃밭(영상중계)파트너	모집(~5/2)
[KCOC]	국제기구	협력사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기	참여NGO	추가모집	(~4/26)
[알파라운드]	자립	로드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5/16)
[숲과나눔]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	(4/30~5/16)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	(5/18	~6/6)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amilro_notice.do?bcIdx=120427&cbIdx=98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420&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7526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690&code=sky_com_notice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689&code=sky_com_notice
http://heri.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974774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1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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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po&wr_id=56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9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7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8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3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2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1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7


[빠띠]	빠띠	민주주의	캠프	참가자	모집(~4/29)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제주사경지원센터]	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04.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사회적경제특구	매니저)모집	(~5/3)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차	직원채용	공고	(~5.6)

대전사회적경제
[채용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채용공고

서울시50+패밀리
[서울역사박물관]	돈암동	생활문화자료조사	활동가	모집(~5.7)

사람과세상
[직원채용]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마감:~4/26)

서울마을공동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자치팀원	채용	재공고(21.04.20~21.04.29)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인력채용	공고_마을팀원(2021.4.20~5.4)

서울산업진흥원
SBA	상반기	시설서비스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울산업진흥원	변리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Koica
코이카	이노포트	공간	관리	일용직	모집	공고
UNFPA	말라위	여성청소년	사업	M&E;전문가(P3급)	채용	공고

탄자니아	1차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확산	및	의약품	공급망	개선사업	기획조사	전
네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설립을	통한	사이버	수사능력	강화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	소녀	및	여성	생리보건	증진사업(UNFPA)	기획조사	전문가	공

서울우먼업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	단기계약직	채용공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제11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육성팀	총괄	직원채용	공고(~4.25	)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재취업	지원	전문관>	4차	채용공고[긴급]

서울NPO지원센터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직원(총무/거버넌스	담당자)	채용	~4/27
[아름다운가게]	2021년	2분기	상근활동가	채용(~5/2)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담당	실무활동가	채용(~4/23)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회원캠페인	담당활동가채용공고(~4/25)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팀	직원	채용공고	(4/28)
[(사)녹색교육센터]활동가(경력)	채용공고(~4/28)
[다시함께상담센터]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원	채용공고(연장)(~4/26)
[한국해비타트]	사업관리팀	도시재생사업	담당자	채용(~4/29)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채용	재공고	(~4/25)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	~5/5	서류마감)
[성내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중급,	초급)	채용공고(~4/25)
[인권연대]	상근활동가	채용공고(~5/6	오후	2시)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35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388
https://sehub.net/archives/2065455
http://sesang-mansa.kr/app/board/view?md_id=notice&code=126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3248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50&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6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6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3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4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5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5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46/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935
https://www.ggcf.kr/archives/137451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180&code=sky_net_news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1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6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21	<예술로	상상극장>	열어(5.1.~5.30.)

서울뉴스
[배렴가옥]	기획전시	'GOOD	AFTERNOON'(5/1~5/3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4일	개막…	온·오프로	즐기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서울시,	25가지	여성미래일자리	교육〜취업	전과정	지원…	476명	모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상(숏폼콘텐츠)	공모전
ʻ나무	품은	컵(cup	a	tree)’	캠페인
오뚜기	장애인	일자리창출	수행기관	모집	공고
지구의	날	시민실천	캠페인	다	같이	줍자	서울한바퀴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사업	추진	민간단체	모집	공모
서울패션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울	관광의	새	얼굴,	16개	스타트업	전격	공개!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	《있지만	없었던	Naming	the	Nameless》	전시
서울시,	핀테크	인재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00만원	교육비	전액지원
도전하세요!	다시	돌아온	드럼경연대회,「서울드럼페스티벌…“더	드러머(The	Drummer)”」참가자	모집
'서울의	매력'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뉴스
나는	어디	세대?	하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3세대의	이야기요즘세대(x세대,	y세대,	z세대)	트렌드	전격	비교
[기본소득박람회③]	올해	기본소득박람회	어떤	프로그램	마련됐나?
“내	월급은	공정할까?”…경기도,	파견·용역	임금명세표	상담	지원
올	1분기	경기도	119신고전화	17.5초에	한	번	울렸다
경기도일자리재단,	ʻ특별한	희생’	상징	동두천	반환공여지	ʻ캠프님블’로	신축	이전
코로나19	대유행	1년…국민	55.8%	ʻ불안·우울’	호소
ʻ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시행	이전	3년	평균보다	15%	개선
제로금리	시대,	종잣돈	모으고	싶다면?	ʻ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답!
경기도주식회사-양평,	배달특급	활성화	TF	발족…“점유율	1위	목표”
경기도,	21일	ʻ경기평화콘서트’	개최…ʻ한반도	평화’	의미	되새긴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여행,	경기도로	떠나자!

통계청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챗봇	서비스」개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도자료
한-사우디	통계청,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라이프인
부산	9개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11.7억	조성
녹색친구들,	지구의	날	맞이	환경주간	진행
KT,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하는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중간성과	발표
이재갑	장관	"바이소셜	캠페인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지구의	날,	소비자들이	마트를	그린(Green)으로	물들이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한국	사회적경제,	더	강한	존재감을	뿜어라"
경북	'위누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	영예
농촌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공동체	회복도	가능해질까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궁금증,	상담하세요!
아름다운가게,	송파에	친환경	콘셉트	매장	오픈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383&cbIdx=966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573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231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442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224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220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1394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204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169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812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623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616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894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61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6456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21108299570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C109&number=202104211037281118C10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21037407279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11349304220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11006007989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01051429500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01027262373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11424003883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01039143832C05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01306491786C04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01113292789C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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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잇다⑧]	일본	공정무역의	제	3의	길
잘나가는	브랜드의	고객을	'찐팬'으로	만드는	방법
함께하는그날,	브룬디	아이들	위한	선물을…면생리대+속옷+책	세트	펀딩	진행
[어떤	가능성	④]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시네마

이로운넷
한살림,	기후위기	대응	위해	ʻ남.음.제로’	캠페인	진행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ʻ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오마이컴퍼니,	미얀마	민주화	지지	프로젝트	전용관	오픈
'아름다운가게'의	공간	혁신,	"재사용	가게	넘어	친환경	가게로"
[카드뉴스]	지구를	위한	10분
ʻ지구의	날’	환경보호	저절로	동참하게	하는	상품	5선
남북	디저트	도시락,	통일	보드게임...	청년의	평화경제위한	노력은?
[카드뉴스]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도서	ʻCSR,	2030을	만나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서울시,	시민과	함께	ʻcup	a	tree(나무	품은	컵)’	캠페인	진행
“지구를	살리자”...51회	지구의	날,	다양한	행사	열려
인천시,	ʻ자원순환형	자활사업’	지원	확대
더함,	팬덤	보유	브랜드	노하우	공유하는	ʻ베터클래스2’	개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ʻ올포유’	참여팀	모집
"생애주기	맞춘	과학기술	교육으로	여성	'리더'	늘린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째깍악어,	장애아동·보호자	심리지원활동	ʻ마음쉼표’	3년째	운영
SOVAC,	사회적기업∙소셜벤처와	ESG	투자자	연결한다
모아스토리,	이동	약자들	위한	서울	스타벅스	무장애	지도	배포
나는	성당이	좋다.
발달장애인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창덕궁	여행
“무장애	여행	확대돼서	누구나	편안한	여행	즐겼으면”
지적장애	청년,	캔버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중소벤처�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경진대회	모집	공고(창업	5년	미만의	여성기업ㆍ예비	여성창업자)[~2021-04-30]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4-29]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2021-05-17]
2차	성능인증(EPC)제도	지원계획	공고[~2021-04-30]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2021-05-13]
스마트공장	고도화2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4-30]
1차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5-03]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04-30]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4-27]
2차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28]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26]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4-30]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05-07]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05-17]
룩셈부르크	진출	온라인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4-3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9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9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8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8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8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6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7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7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7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23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6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6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5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5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0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5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2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3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4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3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3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3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2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0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3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68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39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292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16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03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29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23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23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51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3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56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86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73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7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68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69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94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3942


글로벌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7]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2021-05-20]
AI	마스터	POOL	모집	공고[~2021-05-21]
AI	기반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공급기업	POOL	모집	공고[~2021-06-18]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도전!	K-스타트업	2021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2021-05-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4-30]
2차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2021-04-30]

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7]
고령친화제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27]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4-30]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07]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한-인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4-26]
라스베가스	소비재	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1-04-26]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BKE	Tokyo	June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5-07]
한-태국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4-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	건축ㆍ인테리어ㆍ설계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2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모집	공고[~2021-04-26]
패션월드	도쿄(추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뿌리기업	명가	선정	공고[~2021-04-30]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2021-04-30]
중국	선전	사물인터넷	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4-30]
2차	스마트에너지산단	FEMS	보급	지원사업	공고[~2021-04-30]
디자이너	브랜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5-08]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0]
국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고(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2021-04-28]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춘	그린ㆍ클린	팩토리	전환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4-27]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	AI	전략분야	유레카	클러스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31]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2021-05-11]
디자인	스케일업	프로그램	선정	공고[~2021-04-30]
멕시코	멕시코시티	뷰티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2021-05-31]
미국	덴버	하계	아웃도어용품	전시회(ORSM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4-30]

이탈리아	밀라노	소비재	전시회	(HOMI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7]
홈텍스	섬유제품	프리미엄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통합공고[~2021-04-28]
1차	로봇디자인멤버십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5-10]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VRㆍAR	온라인	상담회(Seoul	VRㆍAR	Expo	2021	연계)	모집	공고[~2021-04-27]
베트남	호치민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29]
지적	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참여기업(세라믹)	모집	공고[~2021-05-14]
한-프랑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연장모집	공고[~2021-08-31]
2차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조사ㆍ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13]
터키	이스탄불	자동차	공업	및	부품	전시회	추가	모집	공고[~2021-05-14]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7]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전시회(CBME	China)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4-30]
중국	선전	국제	선물	및	가정용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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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기반고도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28]
2차	한국에너지공단	기업협력군	에너지동행	사업	공고[~2021-04-30]
2차	그린크레디트	사업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30]
광융합산업체	대상	해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4-26]
K-방역	통합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BIO	KOREA	2021	연계)[~2021-04-30]
3기	KOTRA-쇼피	파워셀러	입점지원사업	특별모집	공고[~2021-04-27]
캐나다	보안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공고[~2021-05-07]
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5-20]
중국	선전	광전자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21]
힐링케어	제품ㆍ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03]
중국	수소차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중국	수소차	GP)	공고[~2021-05-10]
일본	도쿄	헬스ㆍ뷰티	하이브리드	박람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2021-04-27]
2차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2021-04-30]
실감교육	콘텐츠	개발지원과제	공고[~2021-04-30]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액셀러레이팅	운영기업	모집	공고[~2021-04-30]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5-11]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공고[~2021-05-13]
암호모듈검증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4-30]
SW제품	시장성테스트	및	개선과제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	공고[~2021-06-11]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05-17]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5-07]
중소ㆍ중견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5-10]
방사선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	공고공고[~2021-05-14]
방사선기술기업	해외진출	언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5-12]
3D프린팅	기술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021-05-18]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노폴리스캠퍼스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5-14]
사물인터넷	비대면	해외로드쇼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18]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21-05-14]
관광플러스	팁스(TIPS)	지원	사업	공고[~2021-04-30]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2021-04-29]
출판콘텐츠	해외	발간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2021-04-30]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공고[~2021-04-2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지원사업	공고[~2021-05-0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체험형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2021-05-2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사업	공고[~2021-05-04]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ㆍ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시행	공고(코로나19	극복)[~2021-05-13]
우수문화상품	지정	식품분야	신청	안내	공고[~2021-05-21]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공고[~2021-05-14]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대응)[~2021-04-29]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2021-05-06]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	19)[~2021-05-10]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2021-05-21]
공예분야	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2021-05-21]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사업	공모[~2021-05-11]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4]
우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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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공고[~2021-04-30]
2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2021-05-25]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5-2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노측용	가드레일	개선	기술	개발(공공ㆍ공사	연계형))[~2021-04-27]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05-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2021-04-26]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1-05-03]
2차	수산상품	홈쇼핑	입점	지원	업체	모집	공고(공영쇼핑을	통한	수산상품	판매	참여업체)[~2021-04-27]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	활용	시험ㆍ성능시험	지원사업	공고[~2021-05-14]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발효제	보급	활성화	지원	사업	업체	모집	공고[~2021-04-30]
2차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2021-05-07]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4-30]

산림청
임산물	동남아	온라인몰	입점지원사업	참가업체	추가모집	공고[~2021-04-26]

기상청
2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공고[~2021-04-28]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공고[~2021-05-05]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05-07]
1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4-28]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예비	및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2021-04-30]
3차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상반기	IP-R&D;	전략지원(혁신성장동력분야))[~2021-04-28]

국방부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접수	공고[~2021-05-20]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ㆍ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14]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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