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42호	(06.01)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추가모집	(~6.4(금)	18시)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사회적경제	신규	네트워크	조직화	지원	사업」공모	(~6.4)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	사업	운영	용역	입찰	공고	(~6.4	17시)
『서울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입찰	공고	(~6.9)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운영	용역	(~6.14)
「2021년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모델	개발	지원사업」공모	(~6.14)
사회적경제	임팩트	전략	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	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6.7(월)까지]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보수	용역	입찰	공고
「사회적경제	UCC공모전」	사회적경제기업	UCC	해커톤	협조	가능	기업	모집	공고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사업	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원세상]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6.4.)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6/21)
『신중년	취·창업	등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신규	동아리	2차	모집공고(~6/8)

대전사회적경제
「대전광역시	마을리빙랩	시범	지원사업」	모집	공고	(~6/4	18:00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가(임직원)	지원사업	후보자	모집	공고(	~6.7.)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수어영상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6.7.)
광주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명칭	공모(~6.7)

신나는조합
[은평사경허브]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단체)	재공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탄소중립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중소	사회적기업	참가비	지원사업	공모	(~7.9)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퇴직전문	인력파견	ʻ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발표]「울산항은	(너의)U:PArtner」	사회적경제조직	동반	해외진출	지원사업	최종	선정기업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오프라인판로지원	(제품성향상	운영)	용역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훈련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1&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30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661
https://sehub.net/archives/2066269
https://sehub.net/archives/2066490
https://sehub.net/archives/2066480
https://sehub.net/archives/2066499
https://sehub.net/archives/2066679
https://sehub.net/archives/2066627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11&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13&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70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201&wr_id=173
http://bsec.or.kr/board_VfTS43/16278
http://bsec.or.kr/board_VfTS43/16362
https://sajacenter.kr/app/board/view?md_id=notice&code=263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41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47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5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3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19
http://hamkke.org/archives/42411
http://hamkke.org/archives/42427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534834&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80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538406&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716&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강원도]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공고
[신나는	조합]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사단법인	피피엘]	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공고
[협동조합팀]	「2021년	협동조합	협(協)UP	지원	사업」	2차	모집	공고

[협동조합팀]	「2021	협동조합	협동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원도]	2021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민금융진흥원]2021년	2차	스케일업금융지원사업(~6.4)

서울산업진흥원
뉴타깃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06.23)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	2차	공고(2021.06.23)
DX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2021.06.10)

Koica
KOICA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한	연장(~6.1.)
(기후감염병대응팀)	방역전문가	초청연수	연수기관	및	연수지원기관	공모	안내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제안형	사업	공모	안내(붙임자료	추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안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환랩	프로젝트	운영	지원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길라잡이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예술·정체성	역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길라잡이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계협력·교육역량)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	ODA	베트남	‒	한-베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	연구'	지원	사업」	재공모	안내
'202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자	대상	세미나'	주제	연구	수행학회	공모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문화재단
BENXT(비넥스트)	-	무용분야	최종	심의결과	발표
[결과]	2021년	BENXT(비넥스트)-연극분야	최종	심의결과	발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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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NPO지원센터
「	내가	바라는	2040	은평	」미래상	슬로건	공모전	(~6/4)
서울하우징랩	'영상중계	지원사업'(~6/25)
서울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	신청	모집	(~6/11)
[환경재단	X	포드]	환경후원프로그램	:	우리가	GREEN	미래	공모전	안내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비영리단체	실무자	홍보	역량강화	지원사업(~6/11)
힐링	노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6/4)
제23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7/7)
도시프로젝트지원사업	OO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6/9)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공모사업	공고(~6/9)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단체	활동	공모	공고(~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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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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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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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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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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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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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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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38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3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4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82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414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415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4095/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341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4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65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6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62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500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61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57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bcIdx=121664&cbIdx=99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bcIdx=121661&cbIdx=992
https://www.ggcf.kr/archives/138480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28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3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4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6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4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9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1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1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0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99&qstr2=page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SE프로	지원사업	SE프로	지원사업	대면심사	합격자	명단
e-store	36.5	제품	서비스	상세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	창업팀	및	예비	창업팀	선정	공고
기술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수요기업	모집	안내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⑤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④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③공영주차장	운영관리)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②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①거점시설	운영관리)

COOP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상품기술서	접수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암소셜박스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	(~6.8)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통합	모집	공고	(~6.17)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선정	결과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결과발표]「2021년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창업보육공간	입주팀	선정결과	공고
[~6.6.까지]	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	희망	기관	모집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KDB]	2021	KDB스타트업	참가자	모집(~6.20.)
[최종결과]	2021	제	3회	시민이	선정하는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온라인	선발대회	최종	선발	기업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기마감)202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모집	공고(~6/4)
온라인	서비스	체험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6/4)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서류심사	결과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6.7.)

서울시50+패밀리
[중부여성발전센터]	나	홀로	창업하기(외식창업)(~6.2)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다이음	모집(~6.13)
[브라보마이라이프/신한은행]	50+신춘문예	시니어	공모전(~6.30)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	사회공헌아카데미	모집(~6.13)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자	및	단체	모집(~6.18)
[재단]2021년	상반기	50+적합	교육콘텐츠	공모사업	선정	공고
[남부]『우리동네	놀이돌봄	선생님』	참여자	모집(1차)
[재단]2021	서울50+인턴십	ʻ50+지역상생인턴십’	참여자	모집(~6/14,	16시)
[재단]장노년층	디지털역량강화사업	『디지털	세대이음단』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안내
[남부][화요시네마]	6월	무료	독립영화	상영작	안내	:	다시	만난	날들,	웰컴	투	X-월드
[노원]배움을	공유하다-열린교육에	관하여
[노원]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원하다	-랜선강사양성과정을	마치며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65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56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69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570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70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69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69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69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69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5690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80
https://sehub.net/archives/2066365
https://sehub.net/archives/2066618
https://sehub.net/archives/2066597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12&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07&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3&wr_id=21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54
http://bsec.or.kr/board_JkIH72/16159
http://bsec.or.kr/board_JkIH72/16316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9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38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37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4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14015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14010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23120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25051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250420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230362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32222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188103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2303243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2338755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230826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2307965


[노원][50+지역사회브릿지인턴십!	그	시작]
[서초][50+오락실]	`6월	오락실	이용권`	신청

신나는조합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6.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분야	예비창업팀	모집(~6/4	17:00까지	연장)

[동청넷	사무국]동대문구형	지역·청년	상생	프로젝트	ʻ청년	나눔상사’참여자	모집공고(~6/2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2021년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통합	모집	공고(~6/17
18:0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락	사회적경제	융합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6.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협동조합	평가지표	Coop-index	내부평가형	측정	및	진단	모집	(~6.7)
[서울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젝트	ʻ100UP’	참가	모집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21	서울형	차상위	참여	보람일자리	사업	『50+문화시설지원단』(1차)	참여자	모집	(~6.8)
[서울산업진흥원]	스타트업	피벗	프로그램	ʻ2021	Archer’s	Flex-able’	참여기업	모집	(~6.2)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6.9)
[행복나래]	SK스토아	3분기	방송상품	선정	품평회(	ʻTHE따뜻한’	품평회	)	공고	(~6/2	17:00)
[롯데면세점	X	한국생산성본부]	LDF	Starups	3기	청년기업	모집	(~06.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홍보	(~7.9)

사람과세상
[모집]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재공고(~6/7	18:00)
[공지]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서식	및	Q&A

함께일하는재단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IT	꿈나무를	모집합니다!	(06/21,	10:00)
[창업진흥원]	제2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교육생모집]	HACCP전문인력양성과정	2,3기	교육생	모집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KOTRA]2021년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
[창업진흥원]	「제2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공고
[오요리아시아]	2021	강원	외식업	소셜벤처	육성사업
[원주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도시민	일상	활력	「36.5도시	프로젝트」모집공고
[창업지원팀]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서류심사	선정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6.1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데이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공고(~6.6(…

서울마을공동체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매입형)	운영	준비를	위한	..

서울산업진흥원
고용안정	레벨업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2021.06.04)
DT스쿨	Python	유통/물류	데이터	분석	과정	교육생	모집(2021.06.17)
TRADE	ON	수출유망핵심기업	[해외	홍보영상	제작지원]	수행사	모집(2021.06.09..
서울메이드	협업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업기업	모집(2021.06.17)
TRADE	ON	수출유망핵심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수행사	모집(2021.06.09)
6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06.13)
제2회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	모집(2021.06.21)
[서울창업허브]	Dream	with	유	DB	x	Seoul	Startup	Open	Inno..
M+센터	입주기업	투자기관/기업	추천	모집(~6/25	18시)
M+센터	입주기업	마곡	산업단지	기업	추천	모집(~6/25	18시)
서울메이드	스테이지	비즈니스	고도화	프로그램	시즌1	참가자	모집(~6.	4.	금..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2289311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232756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71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36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28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06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2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2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2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1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1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80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79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79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763
http://pns.or.kr/default/mp2/mp2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1&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4
http://pns.or.kr/default/mp2/mp2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96&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4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368184786
http://hamkke.org/archives/42418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79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189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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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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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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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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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359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37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8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7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7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8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8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8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8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4


[서울산업진흥원	무료교육]	두달만에	정복하는	Python	웹	개발	교육생	모집	(DT스쿨)..

서울일자리포털
소양교육_취업설계교육	1기
직업교육_도보배달원	교육	1기
[중장년	4060	취업교육]	성공적인	재취업전략!(6월16~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청년2030]취업의	완성:직무	및	조직적합성	공략법과	취업성공을	위한	실전대비
[청년2030]취업의	핵심:효율적인	정보탐색	및	활용방법
소양교육_디지털역량강화	줌(ZOOM)활용교육	3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5기(오프라인	교육)
직업교육_반려동물	택시	드라이버	교육

Koica
제	16기	KOICA	체험형	청년인턴ʻ홍보분야’모집	공고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중점지원기업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조사	관련	제3자	및	취급위탁자	정보	제공	알림
K-뮤지컬	온라인	로드쇼	피칭	심사	결과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혁신	시범사업	운영	용역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탐방	프로젝트	「A-round」	참가자	모집	안내

서울우먼업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가족부	국비지원]	21년도에도	"청년여성	글로벌	무역	마케터"는	계속됩니다~(04.05~06.04)
[모집]	직장여성	그룹코칭	모집	안내(~6.30)
[모집]	직장여성	성장지원	프로젝트(~6.30)
중부여성발전센터:[모집]	119기	취업특화반	교육생	모집합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7월~9월(제140기)	교육일정	및	수강신청	안내

서울문화재단
서울	꿈다락토요문확교	프로그램	운영	안내
[결과]	2021년	BENXT(비넥스트)	-	음악·전통·다원·시각분야	최종	심의결과	발표
서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관람	안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다른	제주를	꿈꾸다_온라인	정책토론
[알림]	2021년	(찾아가는)	인지정	설명회
[기한연장]2021	제주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서울연구원
서울시	소셜벤처	기술혁신	방안
민선	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주요	재정사업	특성	분석

서울NPO지원센터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2021년	온오프라인	놀이활동가	양성과정(5/11~6/17)
[서울하우징랩]	기획전	<안녕!	오늘	서울>(~6/26)
성북청년시민회	(예비)회원	대상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	때	우리가	하고싶은	이야기>(~6/17)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모집	(5/19~6/6)
[국제청년센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	기금마련	굿즈	판매	(~6/30)
[전국귀농운동본부]	소비에서	생산으로,	파괴에서	살림으로,	서울생태귀농학교(5/19~6/6)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4	문:고리	동네	여성들의	여성주의	연결고리(~8/14)
중랑구	양성평등기금	사업	잡아유!(JOB,	Are	You?)	참여자	모집(~6/1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93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5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6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6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6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6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6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7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7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16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418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75&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2974&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450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51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615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09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09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32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31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1679&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notice.do?bcIdx=121666&cbIdx=97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1663&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8505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39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698&code=sky_com_notice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40
https://www.si.re.kr/node/64941
https://www.si.re.kr/node/64940
https://www.si.re.kr/node/649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6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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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7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2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24&qstr2=page


[세모람]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QnA	모임	<소통의	리셋,	클럽하우스>	참가자	모집	(~6/21)
[세모람]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QnA	모임	<일론	머스크와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참가자	모집	(~6/14)
[세모람]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QnA	모임	<부동산의	미래	:	프롭테크>	참가자	모집	(~6/7)
[사회투자지원재단]	2021	사회적경제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기초-오프라인)	(~6/7)
[전국귀농운동본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5/19~6/6)
서남권기초권	맞춤	교육	<서남권	어디나	학교>	모집(~6/30)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모집	공고(~6/30)
[사랑의열매X언더독스]	비영리스타트업	오픈아카데미	:	사회문제	대안찾기를	위한	탐색활동	지원사업	참가팀	모집(~6/2)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온라인과정	6월반	모집	(~6/9)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21	한반도,	현재와	미래	전망	(6/1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딸아들들을	위한	선택	"평화"(6/16)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팀	모집	공고	(~6/30)
상반기	협동조합	맞춤형상담데이(6/18)
강서구	사회적경제	C-MALL(폐쇄몰)	입점	사업설명회	(~6/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	(~6/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사업제안팀	모집(~6/13)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비즈니스	기능	200%	활용하기	교육생	모집	(~6/10)
성공회대학교	마을대학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과정	(~6/15)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회적경제기업	POOL	모집	(~6/2)
도시문화LAB	[IN	:	지역에서]
[화우공익재단]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6/4,	온라인)
[서울디지털재단]	데이터리터러시	기초교육	3종(5/27~6/30)
[인권재단사람]	공개강연	"아픔의	곁에서	활동하며	우리를	지키려면"(6/17	19:00,	zoom)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할	동료를	찾습니다	(~6/6)
인큐베이팅룸	ʻ샘’	입주단체	추가	모집(~6/7)
「제11기	임길진	NGO	스쿨	:	4차	산업혁명과	ESG	시대의	시민사회	대응」
중랑마을아카데미2	(6/10,	6/17)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	꽃으로	잇다	모집(5/26~6/20)
[환경재단]	「제11기	임길진	NGO	스쿨	:	4차	산업혁명과	ESG	시대의	시민사회	대응」	참여자	모집(~6/20)
[한국모금가협회]	모금실무코칭강좌	11회차	'모금과	윤리	-	우리조직의	윤리강령'	(6/18)
성북구	도시문화LAB	IN	:	어슬렁	청년	동네예술	연구단	참여자	모집	공고(~6/11)
동대문구	청년코어	강화	기획단	'청년	나눔상사'	참여자	모집	공고(~6/20)
(가칭)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활동가,	단체	모집	공고	(~6/18)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사회적경제분야)	채용공고(~6.7)
[도로시앤컴퍼니]	2021년	온라인	홍보분야	채용	공고	(~채용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직원(팀장)	채용	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녕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채용	재공고(~6/4)

사람과세상
[직원채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매니저	담당자	채용	공고	(마감:~6/6)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채용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인력채용	공고_마을팀원(2021.5.24~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4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6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82&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8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9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9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8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7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7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9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59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1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1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2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1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0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00&qstr2=page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66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676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709&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bsec.or.kr/board_VfTS43/16324
http://pns.or.kr/default/mp3/mp3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6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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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77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자치팀원	채용	공고(21.05.27~21.06.10)
[채용재공고]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3차	신규직원(동자치지원관..

Koica
과테말라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역량강화	사업	한국인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22	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공모
과테말라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교육	시스템	개선사업	기자재	전문가	모집
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콜롬비아	UNODC	사업	성과관리	P2	직원	채용	공고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공모
콜롬비아	WFP	사업	Programme&Policy	컨설턴트	채용	공고
라오스	8번국도	교량과	도로안전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모집

서울우먼업
(주)심슨교육	학원행정	및	영어	강사	채용공고
<채용공고>	재택근무	데이터라벨링	작업자	채용

서울뉴스
서남권글로벌센터	직원	채용공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채용]	2021년	정규직	경력사원	공개	채용

서울NPO지원센터
[선거감시	시민단체	'시민의눈']직원	채용(~6/30)
재단법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공고(정규직/계약직~6/6)
[국제앰네스티]	이벤트/파트너십	담당자	채용	공고	(~6/16)
[문화다움]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운영매니저(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인력)	채용	공고(~6/8)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근활동가	채용공고(~6/4)
[환경운동연합]	후원자관리	담당자를	모십니다.	(~채용시)
[한국YWCA연합회]	인트라넷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지원	활동가	채용(~6/26)
[(사)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단기계약직	(간사)	채용	공고	(~6/2)

행사/캠페인

서울시50+패밀리
[극단버섯]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연극	'정거장'	(5.19~6.5)
[서대문] [당첨자	발표]	2021	사이특강	문요한편	설문지	이벤트	당첨자	안내

Koica
제48회	개발협력포럼	개최

서울우먼업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캠페인

서울문화재단
[행사안내]	이수진	불과	얼음의	노래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와	리뉴얼오픈	이벤트	<사심이가	쏜다>

광주복지재단
(공유)「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	기념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일과	돌봄의	균형을	만드는	변화포럼"	개최(6/1)

보도/기사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78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77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08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17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5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4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3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7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7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4268/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32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310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800
http://heri.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9751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0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048411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232352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4254/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314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1671&cbIdx=988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38
https://www.gjwf.kr/web/Board/6049/detailView.do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88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코로나19는	학생들의	삶과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맛깔난	칭찬에	존중과	배려를	더	하면
예술이	말을	걸	때,한	사람을	맞이할	때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서울시	각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예술인	50인	모집(5.24.~6.11.)

[서서울예술교육센터]지역을	품은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Fa:Com)>	참여	가족	모집(6.1~6.3.)
[서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예술놀이랩(LAB)>	참여자	공모(6.1.~5.)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와	불평등

서울뉴스
[상주	서울농장(6.5.)]논밭예술	놀이터	참여자	모집
[괴산	서울농장(6.19.)]6월엔	오디가지?	참여자	모집
서울시,	비대면으로	따로	또	같이	'서울걷길'	걸어요…	15개	자치구에서	7.31
[한옥지원센터]	웹진으로	만나는	한옥생활교실	2화
6월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서울시,	'세대	간	공감,	어르신이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폭염대비	특별모금	진행	'2021	선선한	서울'
서울시-한국노바티스,	전	세계	바이오·의료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	나선다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
아기	유니콘	2개	중	1개	이상은	서울시	창업디딤돌	밟고	성장했다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안내
서울시,	보람일자리	참여자	343명	모집…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서울시,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	위촉
서울시,	시민사연	받아	'찾아가는	공연'	공시생·취준생	위한	공연	선물
서울농업기술센터,	31개	초·중·고교생	1천명에	꽃씨	나눔…교내	화단에	활짝

경기뉴스
ʻ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부터	25만	명	대상	실시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라이프인
[지구를	위한	지식	+α]	사라졌으면	하는	섬이	국가가	됐다?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개최
'기본소득	국제	세미나'	개최…기본소득	실현	위해	학술적	논의	이어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	코로나19보다	더	큰	피해	초래
이제	우유에	'Non-GMO콩으로	키웠다'	표시	가능하다
[Mㅓ하시는	Zl요?]	섞일	수	없었던	청년들이	연대한	이유
[찰칵,	포토뉴스]	韓·美	정상,	지구의	푸른	미래	위해	협력할	것
노동의	사각지대	공제(共濟)로	함께	건너다
지역	탄소중립	이행하려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기업,	주민조직	등의	협력체계	필요"
"노동자의	'좋은	삶'을	꿈꾸다"…노동공제연합	풀빵	창립보고대회	개최
[지구를	위한	지식]	하늘에서	플라스틱이	비처럼	내려와
우리에게	집이란?	사회주택은	어디로	가야하나
자연드림씨앗재단,	자연드림	기후행동	파트너즈와	협약	체결
서울시,	남산창작센터	제로에너지빌딩으로...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힘이되는	연구	⑦]	사람의	향기가	보이는	재무보고를	상상해보자

이로운넷
기억의	문을	여는	디지털	기술	세븐포인트원

https://arte365.kr?p=86332
https://arte365.kr?p=86327
https://arte365.kr?p=86324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1633&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1648&cbIdx=966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1673&cbIdx=966
https://www.si.re.kr/node/64943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257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270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2094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2210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7949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838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2943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356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7733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35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27822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796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783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2185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34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5310951586725C04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910&rowNum=10&amSeq=&sTarget=&sTxt=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1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1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1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7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9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9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6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50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9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15


서울에	ʻ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들어선다...	전국	최초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	국제세미나에서	실현방안	논의
춘천시	협동조합	생존율,	일반	51.8%-사회적	95%
IMF,	“뉴질랜드,	코로나로부터	경제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중”	평가
ʻ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30일	개막...각국	정상,	국제공조	다짐
원주	학성동의	언어
[바다의	날]	"할머니	됐을때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바다와	함께	할래요"
일	하지	않는	청년?	일	못하게	하는	사회구조	고민해야
지역과	기업을	함께	살리는	도시마을
세종청년네트워크,	코로나	학번을	위한	행사	개최
소비자들이	ʻ푸른두레생협’을	찾는	이유
[이로운	BOOK촌]	생각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은?
KDB나눔재단,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금	전달
충남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착수
7년차	서울시	사회주택,	지속가능한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영상]	“씨앗들은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함께새희망·비타민엔젤스,	교육복지대상	아동에	종합비타민	후원
자연드림씨앗재단,	ʻ자연드림	기후행동	파트너즈’	선정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핵심은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2021-06-30]
AI	기반	제조데이터	분석	솔루션	공급기업	POOL	모집	공고[~2021-06-18]
[인천]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	지원	안내[~2021-06-30]
[충남]	충남지역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전기안전점검	추진	공고[~2021-06-30]
[대경권]	대구ㆍ경북지역	착한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공고[~2021-06-30]
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희망	예비	청년상인	모집기간	연장	공고[~2021-06-15]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포상계획	공고[~2021-06-1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모계획	공고[~2021-06-25]
재도전성공패키지	TIPS-R	재창업기업	2차	모집	수정	공고[~2021-06-03]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9]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2021-06-18]
2차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6-14]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30]
대ㆍ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컨소시엄	추가모집	공고[~2021-06-11]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VME2021)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8]
생활혁신개발과제(친환경포장재)	시행계획	공고(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2021-06-21]
3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1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06-21]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ㆍ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6-14]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5차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공고[~2021-07-09]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연장	공고(코로나19)[~2021-06-03]
온라인상시관	입점	청년상인	모집	공고[~2021-06-04]
스웨덴	Matchmaking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2021-06-0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6-09]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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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6-25]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4]
디딤돌(사회문제해결형)(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6-24]
디딤돌(기관추천)(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7-15]
디딤돌(첫걸음)(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전략형과제(소재ㆍ부품ㆍ장비)(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BIG3)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략협력	R&D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1-06-15]
디딤돌(대중투자연계형)(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강소기업100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비대면ㆍ서비스)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4]
제3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아이디어	해커톤(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공고[~2021-06-1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해결계획서)	지원	제2차	시행계획	공고[~2021-06-2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4기	교육생	모집	공고[~2021-06-30]
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공고(코로나19)[~2021-06-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연장	공고[~2021-06-10]
업종별	특화(화장품	제조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021-06-10]
업종별	특화(협동조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021-06-10]
업종별	특화(섬유패션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2021-06-10]

고용노동부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공고[~2021-06-16]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6-24]
3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2021-06-04]
2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2021-06-11]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1-06-21]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2021-06-30]

산업통상자원부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상품선정	개최	공고[~2021-06-30]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건축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6-30]
스타트업	Orange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4]
스타트업	LVMH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4]
독일	뉴렌베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03]
4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9]
베트남	호치민	물	산업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30]
제1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1-06-0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	산업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30]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2021-06-10]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30]
스타트업	스페인	Mediapro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모집	공고[~2021-06-30]
중국	선전	하이테크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30]
국가방제방역	공공조달	온라인	특별관	공고[~2021-06-11]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6-04]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소ㆍ부ㆍ장)	추가모집	공고[~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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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1-06-03]
중국	상하이	마린텍	차이나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25]
의료기기	전ㆍ후방	기업	지원사업	공고(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구축	사업)[~2021-06-11]
의료기기	제품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구축	사업)[~2021-06-11]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1-06-07]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지원과제(뿌리(전자전기)ㆍ식음료)	추가모집	통합	공고[~2021-06-22]
UAE	두바이	GESS	교육	장비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1]
독일	뮌헨	전자생산기술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8]
디지털	마케팅	맞춤형	패키지	사업(온라인	마케팅,	B2B	입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4]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국제자전거	박람회(EUROBIKE	2021)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6-11]
2차	기계장비ㆍ바이오ㆍ조선해양	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06-30]
로보튜브	연계	로봇산업	가치사슬	혁신	기술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2021-06-25]
K-POP	Fan	Festa	연계	한국상품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11]
내몽고	하이라얼	중러몽	상품전	연계	B2B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6-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제품	시장성테스트	및	개선과제	컨설팅	대상기업	모집	공고[~2021-06-11]
하반기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과정	사업	공고[~2021-06-04]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6-15]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06-15]
XR	콘텐츠	아이디어	개발	지원사업	공고[~2021-06-16]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육성	및	고도화	기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재공고[~2021-06-02]
1인	미디어	콘텐츠	해외진출용	재제작지원	공고[~2021-06-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6-14]
3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6-25]
북미	OEM	타운홀	미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2021-06-11]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모집	공고(위치정보	우수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2021-06-30]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사업	모집	공고(위치정보	우수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2021-06-30]

3차	대기업ㆍ기금사	대상	비대면	기업홍보	지원(언택트IR)	공고(코로나19	대응)[~2021-06-10]
하반기	DNA	융합	제품ㆍ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24]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재공고[~2021-06-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2021-06-21]
전통문화	청년	초기	창업기업	지원	공고[~2021-06-04]
한국영화	활성화	캠페인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기획	공모(코로나19)[~2021-06-10]
캐릭터ㆍ라이선싱	온라인	해외마켓	라이선싱	엑스포	참가사	추가모집	공고[~2021-06-07]
하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단편	부문)[~2021-06-23]
컨셉코리아	뉴욕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대상)[~2021-06-14]

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2021-06-1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6-17]
탄소중립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중소ㆍ사회적기업	참가비	지원사업	모집	공모[~2021-07-09]

농림축산식품부
5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06-11]
식품	품질ㆍ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6-16]
주한외국인마켓테스트(Delicious-K)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6-10]
베트남	K-Food	Fair(임산물)	참가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6-11]
기술사업화	제품	상품성	개선	및	유통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8]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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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차	최신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6-09]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2021-06-05]

방위사업청
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6-07]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7-29]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2021-06-25]

기상청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	수요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6-30]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6-15]
2차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모집	재공고[~2021-06-03]

특허청
2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1-06-04]
2차	콘텐츠	해외	출원ㆍ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6-10]
2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6-23]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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