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53호	(07.09)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입찰	공고	(~7.23)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형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예비과정	참여업체	모집공고(~7.12)
경기도형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심사위원	POOL	모집(~7.12)
(~7.12.10:00)	「경기도	사회적경제	광역	지원기능	강화	연구」	용역	입찰	공고
경기도형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예비과정	전문가POOL	모집(~7.12.)
「사회적경제	UCC공모전」	사회적경제기업	UCC	해커톤	참가자	모집	연장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분야	청년창업	육성	공모전(~7.12.)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참여예산제	제안	공모(기간연장)	~7/30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공고(~7/29)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알파라운드	청년소셜벤처	대출지원	사업	공고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소외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	공고

신나는조합

「2021	청년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2차)
[입찰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청사	건립	사업	설계	공모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팀]	「2021	일자리	문제	해결형	협동조합	설립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협동조합팀]「2021	협동조합	협동사업화	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상상우리]SE프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9.30)

서울마을공동체
종로구	마을기록	주민	공모전(~8/31)

서울산업진흥원
XR기술	적용	체험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공고(2021.07.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지원사업	수진기업	추가	모집(2021.07.16)

Koica
202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2021-2022	IBS	지정주제	ESG	임팩트투자형	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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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80
https://sehub.net/archives/2067728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5&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4&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7&searchCategory=24&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6&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9&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63
http://bsec.or.kr/board_JkIH72/16712
http://bsec.or.kr/board_VfTS43/16746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44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4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05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94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94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05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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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498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0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5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420/artclView.do


2021-2022년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형	트랙	신규사업	공모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제안형	사업	공모	안내(추가자료	보완)
2022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성장형‧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양식	재첨부)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신규사업	공모	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안내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	변경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변경	공고	안내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참여그룹	공모	안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	연구	입찰	공고	안내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연구	입찰	공고	안내
랜선으로	만나는	예술교실(가칭)	기획·운영	입찰	공고	안내
서울어젠다	이행수준	전문가	인식조사	용역	입찰	재공고	안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0주년	자료집	발간	및	기획워크숍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문화재단
[공모]	문화예술	크라우드	펀딩	<2021	소소한	기부>	참여	프로젝트	모집	(~07.15)
[공모]	<2021	거리예술	캬라반>	참가	작품	공개	모집
[공모]	도시문화LAB	[Out:	학교/장르	밖으로]	-	청년예술인	모집
서커스	페스티벌	및	시즌	프로그램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정량적	평가(제안서	PT)	결과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7/20)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상상공모전'	(~7/18)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2021	드림위드	우리마을	LEVEL	UP	프로그램	안내	(~7/18)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7기	참가자	모집	(~8/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성장자금	지원	공고(~7/20)
21-2차	공공상생연대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7/11)
기획사업	'	안전한	온라인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신청	안내	(~7/16)
은평구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7/11)
무중력지대	성북의	도시프로젝트지원사업	'00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7/11)
[바보의나눔]2022년	공모배분사업	공고(~8/4)

2022년	공모배분	홍보	협조	요청	(~8/4)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e-store	36.5	대한민국	동행세일전	안내(06.24.~07.11.)
[산림청	공고]	2021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	Ⅰ」	참여	기업	모집	공고(~7/30)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바이소셜	온라인	기획전'	안내(e-store	36.5,11번가)
[교육]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여성/대전,광주,대구)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	2021년도	지식재산권	교육	및	변리사	상담회	창업팀	신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2021년	6월	기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Social	On:	Series	103	사회적경제	연간	세금	바로알기	(Tax	Calendar)	(~7.15)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2차	통합	모집	공고	(~7.22)
서울시	사회적경제	솔루션스쿨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41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409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59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79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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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2602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62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650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76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790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789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788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86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865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86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597&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bcIdx=122611&cbIdx=98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23&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treetArts_notice.do?bcIdx=122615&cbIdx=9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4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1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0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3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2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3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1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4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4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54&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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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94&seq_no=24582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87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87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87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88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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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01
https://sehub.net/archives/2067642
https://sehub.net/archives/2067645
https://sehub.net/archives/2067551


Social	On:	Series	104	디지털환경에서	Cool하게	함께	일하기	(~7.22)
[SE:LETTER	#160]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	��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신청	~7/15)
제5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7/26~27)
사회적경제	여성분야	창업입문과정」수강생	모집공고(기초과정)(~7/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3회차)	선정공고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체국	입점	설명회	및	선물…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성과인센티브]	2021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Track	참여기업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	입주	모집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공항공사	ʻ2021	가치행복행	특별전’	참가팀	모집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서울시50+패밀리
[서부]2021	[온라인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7.20]
[한국고등교육재단]	제2회	LECTURE	TOWARD	「청년공간과	주거」	(7.28)
[서울일자리센터]	중장년	재진입	취업교육(~7.13,	선착순)
[마포문화재단]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7.23)
[남부]『50+반려견돌봄전문가』	참여자	모집(3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금융권	퇴직자	생애경력설계	교육(~7.27)
[강서]AI	데이터	라벨러	일자리	연계	참여자	모집

신나는조합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7/16)
[트리플N]공고사업	담당자의	칼퇴를	도와줄	Gwon	사전체험	기관	모집!(~12/31)
[한국생산성본부]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3기	(~7/23)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ʻ함께	써클-S’	추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12개	팀	최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
[단기특강]	빅데이터	분야	취업,	이것만은	꼭	알고	준비하자!	(의정부시)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마이컴퍼니]	SRT	매거진	9월호	사회적가치면	'바이소셜(Buy	Social)'	참여기업	모집
[성장지원팀]	「2021년	강원곳간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모집	공고문
[H온드림]	H온드림	B	모집
[2021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사무국]	2021	탄소중립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중소·사회적	기업	참가비	지원	…
[열매나눔재단]	환경분양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모집	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사회성과인센티브	사무국]	2021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기업	모집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마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2021년	중소기업	조세..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	계획	공고
7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	공고

50+일활동마당

https://sehub.net/archives/2067799
https://sehub.net/archives/2067838
http://bsec.or.kr/board_VfTS43/16694
http://bsec.or.kr/board_JkIH72/16742
http://bsec.or.kr/board_VfTS43/16766
http://bsec.or.kr/board_VfTS43/16709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78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4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38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40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36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264371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0949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1417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3956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92796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864194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295100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93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95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599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034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421996996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421364976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94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0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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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06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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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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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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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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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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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zMzgmc3RhcnRQYWdlPTAmbGlzdE5vPTQ5N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88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86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85


한국요리심리치료연구소-'선생님,	수십	년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두	손	꼭	잡은	할머니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프리드라이프	서울남부사업단과	상호발전	위한	MOU체결

서울마을공동체
[선정공고]	'21	동	주민연합	전략사업:	우리동네	기후위기..
광진마을자치이야기	VOL.09	[괜찮아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더위	..
'맛'보세요,	주민참여의	'맛'��/2021년	6월호	(49호)
'맛'보세요,	함께	얻는	성취의	'맛'��/2021년	5월호(48호..

서울산업진흥원
개발자	데뷔코스	싹(SSAC),	3기	SW교육생	모집(2021.07.12)
7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07.11)
제2차	서울시	창업지원	펀드	출자사업	공고(2021.07.16)
여름	키즈툰애니틴스쿨	교육생	모집(2021.07.18)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발전모델	설계	연구회	운영기관	모집(2021.07.14)
애니	프론티어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9.03)
싹(SSAC)	온라인	SW교육	파트너	모집공고(2021.07.14)
DMC	XR	코워킹오피스	입주기업	연장심사	공고(2021.07.23)
애니타운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8.26)
취업포털	사람인과	함께하는	2021년	서울기업	온택트	채용관	참여기업	모집(~7/30,	선..

서울일자리포털
신중년(5060)	재진입	취업교육	(온라인)
[7월청년2030]취업특강: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기업탐색(7월15일	유튜브)
5060세대	재진입	취업교육	(유튜브	라이브	방송,	7월	13일.	화)
직업교육_기계활용건물청소원교육
미래JOB학교_가사근로자	양성	과정	교육	및	현장	면접
직업교육_베이비시터(기초)&가사관리사	교육
[서울일자리센터	청년무료특강]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기업탐색(7월15일	유튜브)
[7월15일	청년취업특강]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과	기업탐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3기
미래JOB학교_카카오	T	블루	택시	기사	직무교육	및	현장면접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6기(대면	교육)

Koica
탄자니아	전역	교육분야	결과기반	재정지원	프로그램	연구	과제	연구팀(2인	1팀)	모집	공고
해외	ODA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참여업체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조직경영	분야	<트렌드	특강	Ⅰ>	수강생	모집
아트모아(ArtMore)	1기	기자단	모집	안내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기술	분야	<메타버스,	문화예술을	만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참여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모집	안내

서울우먼업
우리DO!	프로젝트	커뮤니티	참여자	모집공고(여행업)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제113기(10~12월)	신규강의	제안서	접수	안내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사업	멘토링및코칭	멘토,	멘티	모집(5기)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워크숍	'작업의	감(感)'	7월	참여자	모집
[참여안내]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
[결과발표]	2021	생활밀착	문화예술	활동	지원	<생활을	바꾸는	예술>	최종	선정자	발표
[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	여름시즌	워크숍>	참여청소년	모집<기간연장>
[모집]	서교예술실험센터	멤버십	'서로'	7월	프로그램	<서로야행_잔	기우는	밤>	참여자	모집

http://www.social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60549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85702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8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0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04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0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1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4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5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6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6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87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9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9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9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9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0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19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9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19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0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0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0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674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6770/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08&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07&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0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82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73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72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714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20&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19&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17&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13&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2610&cbIdx=982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알림사항]2021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및	재심사	참여기업	공고(~7.16)
[알림사항]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7.16)

서울연구원
[공청회]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SeTTA]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시	주요	등산로의	토지소유	갈등관리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탐나는	5060인생학교	집중탐구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역량	강화	연수」교육생	추가	모집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전국귀농운동본부]올	여름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생태귀농학교(7/31~8/4)
[전국귀농운동본부]청년여러분을	기다립니다(6/30~7/28)
[세모람]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	'이윤주	기획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7/19)
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	모집	공고	(~9/30)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사회서비스/강원,전주)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07/29)
[전국귀농운동본부]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생태귀농학교	(7/31~8/4)
[전국귀농운동본부]청년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6/30~7/28)
[민주주의서울]강한	가지치기,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서울의	나무,	어떻게	가꿔야	할까요?	(~7/13)
[세모람]	<유통의	귀환>	'오린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7/12)
[세모람]	<네이버	vs	카카오>	'홍성용	기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7/26)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2021	대학생	캠프_’젠더를	어젠다로!’:	세상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	참여자	모집	(7/29,7/30,8/6)
[송석복지재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ON「혜화동	청소년모임」참가자	모집(~7/14)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희망릴레이	청년쇼(일정변경-7/8,7/22)
[전국귀농운동본부]	바쁜	도시에서	떠나	한적한	시골에	살고	싶으신가요?	(7/31~8/4)
베터비에듀	성동구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7/13,	프로그램별	모집기간	상이)
제3·4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육성	아카데미	모집	공고(~7/28)
[A.3355]서대문구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가게를	알려주세요!(~10/31)
[사단법인	더브릿지]	환경부,	KEI가	주최하는	'아태지역	환경	혁신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14)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온라인	기본과정	13기	모집	(부분수강	신청가능)(~7/23)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2021	KOVA	서포터즈	1기	모집	(~7/11)
[송석재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전환	ON,	혜화동	저녁모임	<파란하늘	빨간지구_조천호	박사>	참가자	모집	(~7/16)
[동사경센터]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톤	모집	(~7/11)
인큐베이팅룸	ʻ샘’	입주단체	추가	모집
[NPO	도구상점]	워크숍에서	바로	배워	써먹는	노션	오픈!(7/13,	7/15)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성평등	조직문화	워크숍(7/21)
[캠페이너스]	비영리조직에게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포기마요	캠페이너스>	(~7/23)
[한겨레통일문화재단]	MZ	POP	CON:세대공감(~7/16)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움직⼥,	뛰고	움직이고	도전하자>	참여자	모집	(~8/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세상	x	요기요	"가치	배달	문화	아이디어"(개인)	제안(~7/18)
[플랜코리아]	후원관리팀	업무	보조	파트타임	직원	모집	(~7/14)
[세모람]	<기획자의	습관>	최장순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8/9)
[송석재단]	2021	생태전환아카데미	<인문의숲>	참가자	모집	(~7/16)
RE:BREATHE	환경분야	소셜벤처	재도전	프로그램	모집	(~7/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7/18)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7/21,	7/22,	7/28)
[비영리IT지원센터]	괜찮아,	IT는	재밌어	-	IT	알못에서	IT	잘알로	거듭나는	교육	(상시)
[KACE서울]	무료지원	★	7월	온라인	부모교육	특강	안내
[모집]	참여연대	청소년	여름방학	비대면	자원활동	'오늘은	나도	활동가'

https://gseic.or.kr/bbs_detail.php?bbs_num=105&b_category=&now_number=125&id=&tb=board_notice&pg=&links_number=&start=0
https://gseic.or.kr/bbs_detail.php?bbs_num=104&b_category=&now_number=125&id=&tb=board_notice&pg=&links_number=&start=0
https://www.si.re.kr/node/65036
https://www.si.re.kr/node/65029
https://www.si.re.kr/node/65028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874&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872&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9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7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6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2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96&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2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0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7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4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1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1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4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26


[플래닛키퍼스]	환경관련	모임	무료대관	안내(~별도	공지시)
[숲과나눔]	풀씨	아카데미	4기	수강생	모집	(~8/8)
[사단법인	시민]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해와	오해사이	-	우리단체	결산공시>	(7/20)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인플루언서	성장지원	프로그램	2기	모집(~7/31)
신나는조합-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차	모집	(~7/20)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여행사업팀	사원	채용(~7/18)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2021년	ODA	영프로페셔널(YP)	채용(~2021.07.16	24:0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	채용	공고(~7/13)

서울시50+패밀리
[금천][공고]금천50플러스센터	2학기	강사	모집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센터장	및	돌봄	교사	채용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팀원과	동자치지원관	채용	공고

Koica
(연장)페루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젠더	및	개발재원	분야	조사업무	보조	초급(5급)	전문가	모집	공고

서울우먼업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행정지원직	채용
재택근무	데이터라벨링	작업자	채용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기계약직	채용공고
중부여성발전센터:119기(2021년	8~9월)신규강사	모집_프리미어프로,	구글활용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인력(출산휴가	대체인력)	공개	채용	계획	공고
하반기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계획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도봉여성센터]공간기획자	채용	공고(~7/11)
[도봉여성센터]교육팀	채용공고(~7/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료	2명을	찾습니다(~7/18)
[서울노동권익센터]	함께	일할	공인노무사를	모십니다(~7/13)
[(재)빈손채움]	홍보/콘텐츠	파트타임	제작자	채용(~7/16)
(사)한국자원봉사문화	기업사회공헌(CSR)	정규직	채용(~7/14)
[한국해비타트]	글로벌마케팅전략팀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직원	모집(~7/18)
[한국해비타트]	개인후원팀	후원관리(CRM)	담당직원	모집(~7/18)
[인권연대]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7/19)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직원	모집	(신입/경력)	(~7/30)
[녹색연합]청년	인턴	활동가	모집_기후위기대응분야(~7/18)
[아름다운가게]	회계관리팀	팀원/팀장	채용	(~7/30)
[관악오랑	신림동쓰리룸]	2021년	하반기	청년지원매니저	채용
[아름다운재단]	2021년	3차	공개채용(~7/16)
「서울여담재」	행정·회계	사무원	채용공고
[유엔인권정책센터]2021하반기	KOICA	ODA	YP	채용공고(~7/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2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47&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85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894
http://bsec.or.kr/board_JkIH72/1668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985909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6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05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668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7879/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74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774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74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712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82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871&act=view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870&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8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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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캠페인

서울시50+패밀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작성	인증	캠페인,	100만인을	잡아라(~8.15)
[서초]50+컨설턴트,	학습지원단	간담회	진행

서울NPO지원센터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홈페이지	오픈	기념!	'초.특.급.'	SNS	이벤트-!	(~7/15)
[스위치온XSIG]	올	여름	야심작!	'호락호락하지	않은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8/4~6)

보도/기사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ʻ도시문화랩’	참여할	청년예술인	50명	공모(7.8.~21.)

서울뉴스
서울시,	ʻ2021	문화비축기지	글로벌위크’에	참여할	국내외	예술가	모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뉴스레터	160호]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경제
서울시,	2021년	하반기	ʻ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서울시,	발로	뛰며	수집한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꿀팁'	전자책	발간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홍건익가옥]	6월의	필운동	콘서트	-	윤새
여러분의	8월의	미래유산,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영암	서울농장(7.30.~8.1.)]그해	여름	영암(Ⅱ)	참여자	모집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	담은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발간

선배기업	지원받아	50억	유치한	캠퍼스타운기업…창업기업	동반성장	한다
중기부	선정ʻ예비	유니콘’20개	중	14개	기업	서울시	맞춤	지원으로	성장
[배렴가옥]	N가지	환대의	방법

경기뉴스
올여름은	농촌에서	안전	휴가	즐겨요~양평	보릿고개마을,	가평	아홉마지기마을	추천
코로나19	백신부터	생활정보까지!	ʻ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경기도,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	코로나	예방접종	직접	접수
지자체	최초	ʻ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본격	추진
집에서	즐기는	즐거움…ʻ홈코노미’를	아시나요?
배달	주문할	때마다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걱정이라면?
ʻ배달특급’,	출시	7개월	만에	가맹점	3만곳	넘어서

통계청
「Nowcast	포털」구현으로	빅데이터	기반	경제·사회	속보성	지표	서비스!!
5월	온라인쇼핑	동향

라이프인
환경부,	'멸균팩'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할	계획
자연드림씨앗재단,	전국	아이쿱생협	회원조합과	지역	사회	나눔	진행
한국협동조합학회,	하계학술대회	9일	비대면	개최
'What's	your	Blue?'	코로나	시대	우울을	말하다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
선배기업	지원받아	50억	유치한	캠퍼스타운기업	나와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속	꽃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사회적경제,	Next	Level을	위해	필요한	'이것'
'여기'서	가치로	플렉스(FLEX)	했지	뭐야
[사회적경제박람회]	"광주에서	무슨	일이?"	3회	행사	이모저모
사회적경제	교육,	대학은	무엇을	고민	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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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빅이슈코리아,	창간	11주년	기념	도심형	추적	어드벤처	이벤트	진행
인천	시민이	선발한	2021년	인천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은	어디?
ESG	주제별	ʻ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ʻ건강한	삶’	하루인턴	EP.07	인터뷰	편
“게임으로	약을	만드는	특별한	곳?”	하루인턴	EP.07	세븐포인트원	편
강은미	의원,	탄소	중립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만드는	'수제맥주'	탐방
광주시,	제5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박람회	개최
세종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수업'으로	공동체	정신	함양
김보라	안성시장	“공동체	살아있는	안성,	한국의	몬드라곤	될	수	있다”
“주먹빵에	5월	광주를	담아	보냅니다”
기후위기,	순환경제와	에너지를	솔루션으로
사회연대은행·HSBC,	보호종료청소년	지원	위한	약정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공공-민간	사이의	사회적경제,	공적안전망	강화	주체로	거듭나려면?
충남	39개	기관,	ʻ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공동	개최
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관광두레	이야기
사회적경제에서	인생	2막	설계하는	ʻ시니어	어벤져스’
“공공·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찾아요”
SK이노베이션,	중국서도	ʻ산해진미’	플로깅	진행...	”선한	영향력	확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5년간	총	1000억원	저리	지원
사람도	반려동물도	행복한	공동체,	'우리동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9년,	성과와	과제는?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디딤돌(기관추천)(2021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7-15]
도전!	K-스타트업	2021	청년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2021-07-21]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12]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2021-07-12]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2021-07-1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2021-07-30]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2021-07-16]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07-19]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공고[~2021-07-14]
실전창업교육	2기	교육생(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7-27]
2차	스마트공장	기초,	고도화1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7-21]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대상자	모집	공고[~2021-07-22]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개방형,	1차)[~2021-07-19]
소셜벤처	신유통채널	연계지원	프로젝트	모집	공고[~2021-07-18]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기술수요조사	시행계획	공고[~2021-07-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9년	하반기ㆍ2020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2021-07-
30]
2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2021-08-02]
UAE	두바이	국제플라스틱산업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6]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7-20]
우수벤처	선정사업	안내	공고[~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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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021-07-23]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재공고[~2021-07-20]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07-23]
2차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1-07-12]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1]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2021-08-09]
KSC	싱가포르	Tourism	Bootcam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12]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1]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	시행계획	공고[~2021-07-30]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	추가	모집	공고(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2021-07-15]
4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2차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7-30]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7-28]
2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2021-08-05]
7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1-07-31]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2021-07-16]

보건복지부
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2021-07-29]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모집	공고[~2021-07-16]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02]
한-러시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7-30]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7-14]
3차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지원과제	추가모집	공고[~2021-07-15]
하반기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1-07-26]
2차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ㆍ보급사업(1~2단계)	지원	과제	모집	공고[~2021-07-15]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로보튜브	연계	로봇HW	설계	산학협력	기술지원	시범사업	모집	공고[~2021-07-1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Africa	Health	2021)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0]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미국	태양광전시회	참가	지원)[~2021-07-16]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참가신청	공고[~2021-07-31]
소매업	프랜차이즈	온라인	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4]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추가모집	공고[~2021-07-19]
2차	전자부품분야(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산업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7-20]
9월	홍콩	주얼리ㆍ젬페어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1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2021-07-15]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2021-07-27]
홍콩	추계	조명	전시회(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식품가공	및	포장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6]
라이다ㆍPLC	분야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0]
조선해양	경량ㆍ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2021-08-30]
2차	탐광시추사업	지원	안내	공고[~2021-07-30]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중	글로벌마케팅	부문	추가모집	공고[~2021-07-30]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2021-08-06]
2차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기업현장	단기기술지도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6]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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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세계	의약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9]
일본	오사카	기계요소기술전	(Osaka	M-TECH)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6]
중국	상하이	국제치과전시회(Dentech-China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산업기계전(Metaltech)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6]
3차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W-SETUP)	모집	공고(실전창업교육	2기	참여	희망자)[~2021-07-23]
2차	클라우드	상호운용성	시험ㆍ컨설팅	지원	대상기업(기관)	모집	공고[~2021-07-20]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7-22]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젝트	기업	모집	공고[~2021-07-16]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비대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발굴)	참가	안내[~2021-08-04]
과학벨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7-16]
2차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2021-07-27]
3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2021-07-13]
2차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모집	공고[~2021-07-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하반기	기획개발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2021-07-26]
K-Global@China	K-Pitch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2021-07-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1]

교육부
제17회	에듀테크	우수기업	콘테스트	기업	모집	공고[~2021-07-30]

문화체육관광부
제8회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공모	공고[~2021-07-15]
3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16]
2차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16]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CHALLENGE	모집	공고[~2021-07-28]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11]
만화	해외행사(유럽,	북미)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5]
4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대응)[~2021-07-23]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Brand	Licensing	Europe)	온라인	전시마켓	참가사	모집	공고[~2021-07-12]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연계	온라인	비즈매칭	지원	참가사	모집	공고[~2021-07-12]
예술인력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7-15]
K-Comics	&	Animation	in	Europe	참가기업	모집	공고(애니메이션	관련	기업)[~2021-07-19]

행정안전부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8-04]

여성가족부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2021-07-30]

환경부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7-13]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WETEX	&	Dubai	Solar	Show(중동	권역	물	분야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공고[~2021-07-30]
하반기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2021-07-21]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7-29]
4분기	국고보조금	지원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모집	공고[~2021-07-16]

특허청
하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기업	모집	공고[~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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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명왕	EXPO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11]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소분야	재공고(도전!	K-스타트업	2021	예선(지식재산리그)	참가자(팀)	모집)[~2021-07-12]
3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2021-07-23]

조달청
3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2021-07-30]
2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공고[~2021-07-16]

금융위원회
2차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	공고[~2021-07-20]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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