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33호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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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프로	지원사업	SE프로	모집	연장	공고
21년	SE프로	지원사업	지역협력	분야	참여기관(조직)	모집	연장	공고
업종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SE프로	지원사업	코디네이터	서면심사	합격자	명단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공모	(~5.20)
상암소셜박스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5.10)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측정	방법	고도화	연구	용역』	입찰	공고	(~5.13)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친환경	패키지	&	기업	구매	입찰	자문	참여	기업	모집
[~5.3(월)17시까지]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기간연장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대상	HACCP	기술지원	사업(~5.21)
[SK	행복나래]	2021	친환경	패키지	&	기업	구매	입찰	자문	참여기업	모집(~5.31)
[서류결과]	2121년도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	현장실사	결과	및	대면심사	공지
[국제공정무역기구]2021년	공정무역	운동	참여	수기	공모전(~5/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율형)	수진기업	모집공고	안내(~5.2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중년	취⋅창업	등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고(~5/13)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고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SK	행복나래]	제안서	&	계약서	검토	자문	지원사업

경기마을공동체
우리마을실험실	지원사업	기획주제	공모형	2차	모집공고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기간연장	공고

신나는조합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2021	서대문구	그린	프로젝트	공모전(~5.25.)	개최

함께일하는재단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지원사업(~5/3	연장)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2021	우수문화상품	공모
[강원테크노파크]	｢2021년	기술닥터제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강원도]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2021년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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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5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45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44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5439
https://sehub.net/archives/2065750
https://sehub.net/archives/2065580
https://sehub.net/archives/2065587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667&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670&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0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04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3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66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64
http://bsec.or.kr/board_VfTS43/15896
http://bsec.or.kr/board_VfTS43/16007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39&type=&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29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3952&type=&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2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565
http://hamkke.org/archives/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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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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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	레저휴양서비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년	철원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성장지원팀]	2021	우체국쇼핑	브랜드관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사업	기업	선정	결과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조직	동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신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형	차세대	수출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장르물	IP	통합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2021.05.10)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2021.05.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2021.05.07)
뉴타깃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06.23)

Koica
KOICA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비정기)	공모	안내
KOICA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	기획전시	지원(FKAA)	공모	면접심의	결과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1차	공모	심사결과	안내
뮤지컬	국제투자마켓	뮤지컬	드리밈	-	인접	콘텐츠	분야	공모
뮤지컬	국제투자마켓	뮤지컬	드리밈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	연구'	지원	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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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안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책나눔	책드림	꿈드림	사업	용역	추진	공고
경기상상캠퍼스	문화축제	사업	대행용역	입찰공고
경기평화광장	운영	사업	통합	홍보	용역	입찰	공고(긴급)
경기평화광장	마켓	및	영화상영	기획·운영	용역	입찰공고	<긴급>
경기상상캠퍼스	진입로	환경정비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
상상캠퍼스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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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NPO지원센터
상반기	-	기부문화	석·박사	연구지원사업	(~5/16)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제2회	우분투상	공모(~5/18,	18시	마감)
자활기업	규모화	및	헙업지원	사업	모집	(~5/7)
환경정보	활용	K-에코	디지털	아이디어	공모전	(~5/16)
「도시문화	LAB	-교육중심	LAB」	운영기관	공모
50+단체	지원사업	공모(~5/13)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2021	도봉구	우리동네	젠더스쿨	지원사업	공모(기간연장,	~5/9)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96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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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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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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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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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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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yMzUmc3RhcnRQYWdlPTAmbGlzdE5vPTQ0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2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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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63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185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1885/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5&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4&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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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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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216
https://www.ggcf.kr/archives/137200
https://www.ggcf.kr/archives/137388
https://www.ggcf.kr/archives/137651
https://www.ggcf.kr/archives/137599
https://www.ggcf.kr/archives/137752
https://www.ggcf.kr/archives/137737
https://www.ggcf.kr/archives/137710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3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8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6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6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80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	용역	입찰(~5/20)
[나눔과미래]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임대료	지원사업	공고(~5/15)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기업	모집	연장	공고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안내(~5/3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안내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5.7)
서울시	사회적경제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4.30)
서울시	마을기업	전문교육	참여기업	모집	(~5.5)
가락	사회적경제	융합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3차)	(~5.11)
GSEF	2021	멕시코	국제사회적경제포럼	제안서	모집	(기간연장)	(~5.15)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	경기도	사회적경제	경영자	과정」	교육생	모집합니다!	(~5.9.)
8기KCDC협동조합경영전문가과정	모집(~5/7)
[~5.2(월)까지]	경기도	본청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참가기업	모집(~9.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공고(~5.7.)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	특화상품개발	컨설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SK프로보노]	사회적기업	제안서	및	계약서	검토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명회]	5월	협동조합·마을기업	설…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사회적경제	종합	온라인	쇼핑몰	"아울담다"입점기업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회적경제전용자금	접수관련	안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수행	업체	재공고(~5.3)
광주	사회적경제	홈플러스	특별판매전	안내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코로나19대응)

서울시50+패밀리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5.13)
[텃밭보급소]	텃밭보급원(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19기)	참여자	모집
[서부]2021년	『사회적경제펠로우십』	참여자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안내
[중부]서울50+인턴십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	1차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예창업	맞춤교육	교육생	모집(선착순)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	참여자	모집(선착순)
[성남산업진흥원]	실전	창업	특강	교육생	모집(~5.7)
[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실천창업과정	교육생	모집(~5.13)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추가모집)	합격자	공고
[강서]2021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	『강서구	지역복지사업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교육일정	안내
[서부][선착순	접수중]	2021년	5-6월	교육과정	안내
[남부]50+자원봉사단	『작은화분나눔단』	참여자	모집
[북부]50+자원봉사단	작은화분	나눔단	모집
[북부]웹엑스/줌	수강생	참여지원	신청하기	(상시)
[북부][2021년	5-6월	교육과정]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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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0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440
https://sehub.net/archives/2065230
https://sehub.net/archives/2065314
https://sehub.net/archives/2065443
https://sehub.net/archives/2065433
https://sehub.net/archives/20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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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671&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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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34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67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59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26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6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37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38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73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217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3333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79868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0519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0999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0282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0926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80382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78147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774944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1203687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1819563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1675731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1776282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1412933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	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4월호)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4월]	행복	가득	프로그램	안내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분야	예비창업팀	모집(~5/28)
「2021	K-	Champ	Challenge	[KB유니콘클럽]	」참가자	모집	공고	(~05.10)
[동청넷]동대문	청년	의제발굴소“동대문구	청년의견을	들려주세요”(~5/2)

사람과세상
[SE]	2021년	5월	(예비)사회적기업	온라인	설명회

함께일하는재단
[청년재단]	2021「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참여	청년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술학교	대면교육	일정	및	안내사항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IBK창공]	2021년	「IBK창공(創⼯)」	하반기	혁신창업기업	모집
[오마이컴퍼니]	SRT	매거진	7월호	사회적가치면	'바이소셜(Buy	Social)'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강원디자인진흥원]	2021	「디자인주도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	홍보
[마을기업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1차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인재육성팀]	강원도	사회적경제	ʻ같이(가치)	성장	아카데미	-	세무회계	&	온라인	유통마케팅’교육생	모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스토어	36.5	5·6월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2021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추가	공고	☆온라인	설명회	신청양식	추가
[마을기업팀]	2021	마을기업	HACCP	컨설팅	모집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SK프로보노]	제안서	&	계약서	검토	자문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차	모집	공고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쌍지뜰'	SK스토아	홈쇼핑	방송	'눈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메가쇼	2021	시즌1	및	팔도밥상페어	참여희망기업	모…

50+일활동마당

두두협동조합-재미난	온라인	모임을	위한	툴	키트	2기(50+북부캠)
50+의	사는	이야기	-	병원동행	서비스	'원케어휴'	구자영	대표·강유경	이사

서울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룸	ʻ샘’	입주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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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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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스토리텔링	공감프로젝트	참여	모집(2021.10.28)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2021.05.07)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777188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177712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36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49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539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01&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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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70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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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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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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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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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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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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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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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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yMzImc3RhcnRQYWdlPTAmbGlzdE5vPTQ0N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yMzAmc3RhcnRQYWdlPTAmbGlzdE5vPTQ0N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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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6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5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49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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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8


2022년도	SETEC	신규전시회	선발	모집공고(2021.05.18)
상반기	시설서비스직	필기시험/체력검정	합격자	발표
DT스쿨	[B]직무특화	교육운영기관	2차모집	공고(2021.05.20)
제1회	SBA	크리에이티브포스	모집	심사결과

서울일자리포털
직업교육_취업파트너즈양성	심화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6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방역전문가	양성과정교육	3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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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사업	시스템개발	및	기자재공급용역	PAO	모집안내	(~5.5.)
상반기	KOICA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일반	및	사회형평적	전형)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분야	기업	및	일자리	정보	제공	플랫폼	아트모아(Ar+More)	오픈	안내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마포	여성창업자	지원	프로젝트	'또봄'	참여자	모집(~5/16까지	신청)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2기(7~9월)	신규강좌	제안설명회	개최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모든	생명이	행복한	밥상,	채식레시피	교육생	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클라우드	기술활용	웹개발자	교육생	모집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마포	여성창업자	지원	프로젝트	'또봄'	참여자	모집_실전과정(	~5/26까지	신청)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워크숍	'작업의	감(感)'	5월	참여자	모집
청년예술청	기술기반	융합예술	전문가	공개추천	공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문화행정가	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입문교육	신청	안내

서울연구원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서울시,	관광산업	생태계	안정화대책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준비	대책도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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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귀농운동본부]	푸르른	계절,	멧나물	들나물을	배워볼까요?(5/7~5/9)
[서울여담재]서울여담재	개관프로그램	<책이랑	보드랑>	참가자	모집	(~5/1)
[다시입다	연구소]	의류교환파티키트	<21%	파티	툴킷>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	~5/7)
[세모람]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행동주의기업>	참가자	모집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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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하우징랩]	온라인	이슈텃밭(영상중계)파트너	모집(~5/2)
[알파라운드]	자립	로드맵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5/16)
[숲과나눔]	숲과나눔	코로나19	사진전시회	<거리의	기술>	(4/30~5/1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0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2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2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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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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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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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180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2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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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all&bbs_seq=12702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02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02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003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437&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0435&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recruit_list.do?bcIdx=120436&cbIdx=964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44&code=sky_village_notice
https://www.si.re.kr/node/64873
https://www.si.re.kr/node/6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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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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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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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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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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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2회	한국협동조합학회	학술	세미나>	-한국의	돌봄사회서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공급장의	성격과	사회적경제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5/6)
성북청년시민회	(예비)회원	대상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	때	우리가	하고싶은	이야기>(~6/17)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모집	(5/19~6/6)

[세모람]	저자의	안내로	함께	읽는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	참가자	모집	(~5/10)
[한마음한몸운동본부]국제협력센터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모집(~5/2)
[동행]	2021	코로나	19	공익활동가	특별융자사업(~05/05)
[문화재유랑단]	문화재	책모임	'책유랑단'	3기	모집	(~5/6)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5/31)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공간	1차	수시	모집	(~5/2)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공시	교육	(5/17)
협동조합	해산·청산절차	교육	(~5/12)
[국제청년센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	기금마련	굿즈	판매	(~6/30)
[송석재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전환,	혜화동저녁모임	참가	모집	(~5/10)
[진저티프로젝트/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3기	모집	(~5/12)
[참여연대	아카데미]	잘	읽히는	글쓰기(5/24~)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비영리단체설립	실무교육(신청마감	5/10)
[전국귀농운동본부	웹툰]	귀농일기_귀농김씨
[발전대안	피다]	국제개발협력	웹매거진	<피움>의	2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5/2)
[세모람]	매주	새로운	저자를	만나	질문하세요	:)	(~5/10)
스페이스	살림	F존	입주기업	모집	공고	(~5/10)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사회적경제특구	매니저)모집	(~5/3)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니저(주민기술학교)	채용	공고(~4.30)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5.9)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차	직원채용	공고	(~5.6)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경력)	채용	공고(~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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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조합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2021	양천구주민기술학교	전담	매니저	채용	공고(5.3)

사람과세상
[직원채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매니저	채용	모집	(마감:	~5/9)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	공고(~5.9.일)

서울마을공동체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인력채용	공고_마을팀원(2021.4.20~5.4)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육아휴직	대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지방경찰청	내	화장실	청소담당

Koica
탄자니아	1차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확산	및	의약품	공급망	개선사업	기획조사	전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72&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6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484&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38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43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448
https://sehub.net/archives/2065455
http://bsec.or.kr/board_JkIH72/1597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169324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568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53&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1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yMzQmc3RhcnRQYWdlPTAmbGlzdE5vPTQ0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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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	소녀	및	여성	생리보건	증진사업(UNFPA)	기획조사	전문가	공
(재공고)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사후점검	전문
스리랑카	2023년	신규사업	형성	지원	전문가	모집	공고
콜롬비아	농촌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소득개선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	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계약직)	채용공고(21-2차)

서울우먼업
IT	헬프데스크	직무	인력	채용(㈜프라임엔시스템)
㈜삼정특수중량	통역사	채용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	채용공고(교육팀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제10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육성팀	총괄	직원채용	공고(~5.9	)

서울NPO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	2021년	2분기	상근활동가	채용(~5/2)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	~5/5	서류마감)
[인권연대]	상근활동가	채용공고(~5/6	오후	2시)
(~04/30)	[누구나데이터]	캠페이너스	운영	매니저로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더	브릿지]	임팩트파이낸싱팀	매니저	채용공고(~채용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단	전담인력	계약직	채용	재공고(~5/2)

행사/캠페인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경제살리기	시민걷기	행사	접수	(~5/4)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문제플랫폼	강원혁신포럼]	강원도	지역문제	발견	오픈테이블	"강원도민,	지역의	문제를	말합니다"

Koica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메일링	서비스	안내

서울문화재단
[행사안내]	라운드테이블	<장애예술과	융복합:	기술과	장애의	불안한	동행>

서울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5/12)	-	전환의	시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충남시민사회포럼]	비영리일자리	현황과	괜찮은	일자리로서	활성화	과제(5/12)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21	<예술로	상상극장>	열어(5.1.~5.30.)
[시민청팀]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참여	작품	공모

서울뉴스
[배렴가옥]	기획전시	'GOOD	AFTERNOON'(5/1~5/30)
먹깨비툰	특별편	'지구의	날'
특허청-서울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쏠쏠마켓'	오픈!
[시민청]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참여할	시민	작품	공모(~5.28.)
취미로	기타를	연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	'기타경연대회'	개최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74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5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4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1886/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21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00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00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008
https://www.ggcf.kr/archives/137706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182&code=sky_net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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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66
http://bsec.or.kr/board_VfTS43/15959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961&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1864/artclView.do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notice.do?bcIdx=120439&cbIdx=9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62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383&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0440&cbIdx=966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573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6900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6826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988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677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1672


서울시,	산재된	위기	노숙인	발굴·지원연계	'거리상담원'	40명	추가	투입
서울관광의	모든	것	집적	컨트롤타워	'서울관광플라자'	개관
서울시,	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배려디자인	'청소노동자	휴식벤치'	시범설치

경기뉴스
온라인	백마도에서	인디음악인들	무한	열정	폭발한다도,	5월	28~30일	ʻ멈추지마	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	평균경쟁률	40:1…5월	15일	필기시험
“휴가비	25만	원	받고	행복충전	해볼까?”
무인셔틀·로봇택시,	판교서	서비스	실증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	30만원으로	지급액	올려

통계청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3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라이프인
기본소득	입법	현실과	전망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코로나19와	기본소득
"지역자원의	가치를	찾다"…경남도,	로컬크리에이터	및	관광벤처	활성화	방안	토론
대덕구,	정책현장탐방	'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	추진
'인천맥주',	우리	지역	어르신이	맥주	광고	모델이	된다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	51개	사례	선정
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1조6225억	구매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의지	공개질의한	시민행동
은평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비대면·디지털	기술	분야	모집
'우먼	인	핀테크(Women	in	FinTech)	아카데미'	여성	청년	핀테크	창업	돕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비건과	사회적경제가	만나	탄생한	'이것'	궁금해?
환자,	돌봄의	대상에서	주체로,	나우-STEPI,	제	5회	리빙랩과	젠더포럼	개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모두를	위한	비거니즘
채식,	고민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ㆍ임대료	지원	한다
[마을	잇다⑨]	무늬만	공정무역?	-	일본	대기업의	경우
성북구	"자원순환	함께해요"	관내	복지센터	손잡고	자원순환교육	진행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논골신용협동조합-성동평화의집,	희망	드림	프로젝트	협약	체결

자연드림	수원치유센터	28일	오픈

이로운넷
한국사회혁신금융·성동구,	ʻ제2회	소셜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네오누리콤,	가정의	달	맞아	ʻ카네이션	마스크’	출시
대덕구,	정책현장탐방	프로그램	ʻe로운	대덕구	혁신로드’	진행
보호종료아동	취업	취약계층	인정	연령	확대…“일할	수	있는	곳	많아졌으면”
아이들을	위해	뛰는	어벤져스를	응원해주세요
단백질	풍부한	곤충,	미래	식량	농업으로	각광
강원도	사회적경제	ʻ같이(가치)	성장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환경살림]	3.	대기자만	4만	명이	넘는	방앗간의	정체는?
올해	10년	맞은	ʻH-온드림’,	펠로	21팀과	임팩트	데이	진행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임대료	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SC제일은행,	여성	청년	핀테크	창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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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90922257023C04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81111315325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80953503496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4271520295068C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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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2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7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37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3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9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3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2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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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1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2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3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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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통주	산업의	네고시앙	꿈꾸는	ʻ일오백한산’
광주	클래식	공연팀에	공연비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법	국회	환노위	통과...	"가사노동자도	퇴직금	받는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만의	통합	돌봄	서비스	모델	나올까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2021-05-17]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2021-05-1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5-03]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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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공고[~2021-05-26]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ㆍ확인지급	재개	공고(코로나19)[~2021-05-06]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협ㆍ단체	모집	공고[~2021-05-28]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1-05-14]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2021-05-24]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05-17]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킹고	Ai테크	스타트업	입주경진대회	공고(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2021-05-09]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과제	모집	공고[~2021-05-07]
[충북]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자율예산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5-14]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5-1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제2차	시행계획	공고[~2021-05-21]
수도권	지역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2021-05-10]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2021-05-14]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창의	육성	컨설팅(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2021-05-25]
여성기업	수출유망기업화	참가기업	모집	공고(w-수출성공전략패키지)[~2021-05-06]
제1차	TIPA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베트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0]

고용노동부
5ㆍ6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스토어	36.5	도매	할인	공급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4]

보건복지부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7]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5-07]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도쿄	베이비	앤	키즈엑스포(BKE	Tokyo	June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5-07]
사우디	리야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코스모	뷰티	미용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28]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5-08]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BI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0]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2021-05-11]
이탈리아	밀라노	소비재	전시회	(HOMI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7]
1차	로봇디자인멤버십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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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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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자동차	공업	및	부품	전시회	추가	모집	공고[~2021-05-14]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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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02]
캐나다	캘거리	에너지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5-07]
독일	뉴렌베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03]
중국	상하이	애완동물용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7]
4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9]
이태리	볼로냐	WeCosmoprof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7]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5-21]
일본	오사카	선물용품	잡화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2021-05-14]
[충남]	2021년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5-14]
[대구ㆍ경북]	2021년	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기반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	공고(의료기기	표준	플랫폼	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2021-05-07]
하얼빈	송레이백화점	협력	한국	문화상품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6]
2차	Invest	KOREA	Market	Place(IKMP)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31]
하반기(6월~12월)	2차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4]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반	기업지원	사업	3차	모집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2021-05-03]
대만	타이페이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3]
KOTRA-큐텐재팬	파워셀러	입점지원사업	2기	모집	공고[~2021-05-03]
중국	톈진	전자상거래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4]
싱가포르	가스텍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5-11]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공고[~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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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그래픽(CG)	리크루팅	캠프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2021-05-03]
3D프린팅	공정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2021-05-21]
[경남]	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및	연계분야(항공우주부품ㆍ소재)	기업성장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5-18]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2021-05-03]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2021-05-27]

문화체육관광부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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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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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공고[~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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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	마켓(온라인마켓)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14]
[광주]	2021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웹툰	파일럿	제작지원사업	공고[~2021-05-03]
전통문화	청년	초기	창업기업	지원	공고[~2021-06-04]

환경부
2차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2021-05-25]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5-21]

국토교통부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2021-05-07]
2차	공동물류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5-24]
2차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5-24]

해양수산부
상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1-05-03]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	활용	시험ㆍ성능시험	지원사업	공고[~2021-05-14]

농림축산식품부
2차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2021-05-07]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11-30]
농식품	청년	스토리텔링	디자인단	및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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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공고[~2021-05-05]
1차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재공고[~2021-05-03]
날씨경영우수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5-21]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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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