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56호	(07.20)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K-water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모집	(~7.25.)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용역』	입찰	공고	(~7.23)
『2021년	서울	사회적경제	영상캠페인	제작』	입찰	공고	(~7.30)
사회문제	해결	신규전략	모델	시범	사업	ʻ사회적경제	그린	피벗(GREEN	PIVOT)	공모’	(~8.2	17시)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환경분야	청년창업	육성	공모전(~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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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조합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심화	컨설팅	공모	(~7.22(목))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사회투자]	현대해상	ESG	소셜벤처	공모전	안내(~7/30(금))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팀]	2021년	사회혁신	비즈니스모델	실험비	지원사업(하반기)	실험팀	모집	공고
[생각나눔소]	강원도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라디오광고	제품협찬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마을기업	제품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FTA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
XR기술	적용	체험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공고(2021.07.21)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07.23)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3)
원작	기반	OTT향(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08.31)

Koica
2021-202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2021-2022	IBS	지정주제	ESG	임팩트투자형	사업	공모	안내
2021-2022년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형	트랙	신규사업	공모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신규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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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3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973
https://sehub.net/archives/2067728
https://sehub.net/archives/2068028
https://sehub.net/archives/206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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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04
http://hamkke.org/archives/42814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59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0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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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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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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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zNTUmc3RhcnRQYWdlPTAmbGlzdE5vPTUxM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94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9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7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0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0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5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42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41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7902/artclView.do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3차	공모	공지(~8.3)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PAMS	Choice)	공모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변경	공고	안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0주년	자료집	발간	및	기획워크숍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재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대상	특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바보의나눔]2022년	공모배분사업	공고(~8/4)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7기	모집(~8/1)
활업장	-활동	작업	업무
참여연대	청소년	여름방학	비대면	자원활동	ʻ오늘은	나도	활동가'(~7/25)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참가신청	‒	11기	(~7/25)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형	연합모금	파트너	기관	공모(~7/21)
성동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7/29)
[한국여성재단]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7/23)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산림청	공고]	2021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	Ⅰ」	참여	기업	모집	공고(~7/30)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2차	통합	모집	공고	(~7.22)
Social	On:	Series	104	디지털환경에서	Cool하게	함께	일하기	(~7.22)
Social	On:	Series	105	온라인	입소문의	시작!	바이럴마케팅	(Viral	Marketing)	바로	알기	(입문과정)	(~7.29)
미래세대	사회적경제	교육	(중등과정)	운영	(~8.17)
Social	Mates	Club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생활」	참가자	모집	(~7.28)
’2021	리틀빅스피커’	참여자(팀)	모집	(~8.6.	18시)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SVI회계	훈련생	모집(~7/23)
부산	협동조합	네트워킹	데이	개최(7/21)
[국토교통부	공고]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7/30)
HUG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가팀	모집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소상공인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7월	접수	안내(~7/30)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7/30)

대전사회적경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계획	공고

서울시50+패밀리
[한국고등교육재단]	제2회	LECTURE	TOWARD	「청년공간과	주거」	(7.28)
[마포문화재단]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	디자인	공모(~7.2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금융권	퇴직자	생애경력설계	교육(~7.27)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	공모전(~8.15)
[서울특별시]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7.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	취·재창업	프로그램(~7.30)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1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2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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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67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65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8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8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7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7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6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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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ub.net/archives/2067645
https://sehub.net/archives/2067799
https://sehub.net/archives/2068044
https://sehub.net/archives/2068000
https://sehub.net/archives/2068175
https://sehub.net/archives/2068169
http://bsec.or.kr/board_VfTS43/16821
http://bsec.or.kr/board_VfTS43/16790
http://bsec.or.kr/board_VfTS43/16775
http://bsec.or.kr/board_VfTS43/16840
http://bsec.or.kr/board_VfTS43/16838
http://bsec.or.kr/board_VfTS43/16826
http://bsec.or.kr/board_VfTS43/16694
http://sesang-mansa.kr/app/board/view?md_id=notice&code=127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0949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3956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86419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97436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1920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2902


[신나는조합]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8.6)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촌(전원생활	)교육생	모집(~7.28,	선착순)
[서울시기술교육원]	2021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8.20)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11기	모집(~7.25)
[재단][입찰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직원	채용대행	용역
[노원][신청]	커뮤니티	나눔학교	신청	안내
[노원][수강생	모집]	2021년	8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노원]나도	1인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될	테야(파워디렉터로	편집	고수되기	개강)
[노원]노우리	1기	수료생!	첫	키오스크	강의를	진행하다!	4편(북부종합사회복지관)
[강서]2021년	여름학기(8월)	2차	교육	프로그램(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강서]2021년	하반기	강서50플러스센터	등대교실(열린학교)	온·오프라인	강사모집

신나는조합
[한국생산성본부]	DB손해보험	교통·환경	챌린지	3기	(~7/23)
[전국귀농운동본부]	4박	5일	합숙	여름생태귀농학교!	7.31~8.4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H온드림]	H온드림	B	모집
[성장지원팀]	「2021년	강원곳간	입점상품	개선	아카데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을기업]「2021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경영기초	컨설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마을기업]「2021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컨설팅(마을기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참여자	상시모집	수정	공고
[마을기업팀]	2021	마을기업	HACCP	기본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도일자리재단]	2021	강원	일자리	박람회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인재육성팀]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교구	활용	방안	연수'	교육생	모집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청]	2021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마을기업	입문교육	참가자..

서울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	동네	위대한	스토리	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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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스쿨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교육생	모집(2021.08.09..
현직	마케터를	위한	마케팅	알쓸신잡	인사이트	스쿨	참가자	모집(2021.07.22)
콘텐츠	IP	뉴포맷	사업화	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2021.08.18)
비즈크리에이터단	입주기업	추가모집(2021.07.25)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샵	참여기업	모집(2021.08.01)
8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08.15)
SBA-롯데제과(주)	상생	프로젝트	여름맞이	소확행	간식이	와르르~	참여기업	모집(2021..

서울일자리포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3기
[8월	24일	청년기본교육]	취업의	핵심	A	to	Z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3기(비대면으로	구직활동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6기

Koica
KOICA	CIAT	WEBINAR	2021	글로벌연수사업	온라인연수	실무자	역량강화	개최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주간	참여기관	VR전시	제작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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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회원전용	서비스	2차	시범운영	사업	참여안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한	화랑,	미술관,	작가별	간담회	참여	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참여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모집	안내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연구	재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유튜브_평생바우처	사용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서울문화재단
[공개모집]	2021	청년기획자플랫폼	11111	기획프로젝트	<커뮤니티	기여전>	참여	안내

경기문화재단
경기	교육연극	예술강사	양성과정	<씨줄과	날줄이	만나는	법>	참여자	모집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DC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공모	안내(~8.18)
도시·문화·사회적경제	온라인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제주별책부록	밋업	데이	신청

서울연구원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제	도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알림]	유럽인문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9월	6일~11월	12일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시니어	장애인	시설지원단」참여자	모집공고(7/14~7/28)

서울NPO지원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4	문:고리	동네	여성들의	여성주의	연결고리(~8/14)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사회서비스/강원,전주)	기본과정	교육생	모집(~07/29)
[전국귀농운동본부]청년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6/30~7/28)
제3·4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육성	아카데미	모집	공고(~7/28)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온라인	기본과정	13기	모집	(부분수강	신청가능)(~7/23)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성평등	조직문화	워크숍(7/21)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움직⼥,	뛰고	움직이고	도전하자>	참여자	모집	(~8/6)
[세모람]	<기획자의	습관>	최장순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8/9)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7/21,	7/22,	7/28)
[숲과나눔]	풀씨	아카데미	4기	수강생	모집	(~8/8)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인플루언서	성장지원	프로그램	2기	모집(~7/31)
[세모람]	<아마존의	팀장	수업>	김태강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8/23)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초/중/고급반	온라인과정	8월반	모집	(~7/31)
[빠띠]	커뮤니티	실험실	멤버	모집(~7/21)
[세모람]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최형욱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8/16)
[에코맘코리아]2021	UN청소년환경총회	청소년	대표단	모집(~7/25)
[뉴웨이즈]기초의원	젊치인	후보자	추천	모집(~7/31)
[SOVAC]	IR	Room	Episode4	참여	기업	모집	(7/21)
[청년협동조합연합회]	2021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	디자인·마케팅	담당자가	없는	협동조합을	위한	실무교육생	모집
(~7/25)
[SOVAC]	세.바.퀴.와	함께	할	참가자	공개	모집!	(~8/6)
[도서출판	갈무리]	『미지의	마르크스를	향하여』	출간	기념	역자	염인수	강연회	(7/26,	19:00)
[Monthly	SOVAC]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일상의	착한	습관,	바이소셜!	(7/28)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2021	희망릴레이	청년쇼(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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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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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25&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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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IR	Room	Episode	4	모집	공고(~7/21)
청년	창업	자조활동	라운드	프로젝트:	알파청년	2기	모집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기업모집	안내(~7/23)

문제해결력	및	커리어	성장	교육,	임팩트	베이스캠프	14기	모집	(~8/1)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봉사자	모집	(~7/25)
[사단법인	세상아이]	사업담당자	모집(~8/8)
[청년참여연대]	원룸관리비	파헤치기	(~8/10)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협업공간	<활업장>	입주	모집(~8/1)
서울	도시재생	CRC	발굴·육성	프로그램	4-STEP	참가자	모집	공고	(~7/27)
[KT크리에이터팩토리센터]	Creator	K	베이직	과정	8기
1인	미디어	아카데미	\"비즈니스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기초)	과정\"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계약직	직원채용	모집공고(~7.23)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력직	실무자	채용(~7.25)
[아름다운가게]	회계관리	팀원/팀장	채용	(~7/30)
[꿈꾸는씨어터(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연계	단기	일자리	채용	공고(~7.23)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협]	종로로컬컨시어지	종로여가	실무자	채용공고(~7.22)
[함께일하는재단]	채용공고(~7.30)
[아름다운가게]	2021년	3분기	아름다운가게	상근활동가	채용	(~8/1)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차	직원채용	(재)공고	(~7.26)

서울시50+패밀리
[강서][연장공고]	2021년	보람일자리	사업전담	매니저	2차	채용	기간연장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채용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채용	공고_	경영지원,운영지원,전략커뮤니케이션,기업성장

서울마을공동체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팀원	채용	연장공고
[채용공고]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단원	채용	공고

Koica
젠더	및	개발재원	분야	조사업무	보조	초급(5급)	전문가	모집	공고
파키스탄	신규사업	관련	문서	한-영	번역	초급(5급)	전문가	공모
우간다	WHO	사업	보건	전문관	공고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2기	모집
개발협력	분야	해외	기관의	채용	및	선발	조건	해외동향	변화조사	초급(5급)	전문가	모집
개발협력사업	관련	발주	해외동향	변화	조사	5급	전문가	모집공고
과테말라	2021년	전략사업	예비조사	전문가(성과관리)	재공고
엘살바도르	2021년	전략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계약직)	채용공고(21-3차)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	직원채용(취업주임)	채용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채용	공고(교육담당)

서울NPO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직원	모집	(신입/경력)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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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프에이지]	홍보팀	채용	공고(~7/31)
[사단법인	캠프]	해외사업팀,	총무회계팀	간사	채용	(~7/25)
[플랜코리아]	후원관리팀	업무	보조	파트타임	직원	모집	(~	7/25)
[컨선월드와이드]	신규직원	모집안내(마케팅부,	국제사업부)(~7/30)

[아름다운가게]	2021년	3분기	상근활동가	모집(~8/1)
[도봉여성센터]교육팀	팀원/공간	기획자	채용	공고	연장(~7/25)
[보건의료노조]	중앙	및	경기지역본부	활동가	채용	공고(~7/28)
[한국해비타트]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	민관협력사업	에티오피아	현지파견팀장(PM)	채용(~7/25)
[(재)빈손채움]	공유공간	매니저	채용(~7/23)
[한국사회투자]	성장투자본부(ESG투자팀,	기금운용팀)	&	기업파트너십팀	채용	공고(~7/25)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단원	채용공고	(~8/1)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연구평가실장	채용	(~7/26)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투명한	진실이자	진실된	허구로서	감각하기
파국이	시작되었다,춤을	추자
상상을	자극하는	새롭고	깊은	생각

서울뉴스
[영암	서울농장(7.30.~8.1.)]그해	여름	영암(Ⅱ)	참여자	모집
서울시,	별도	부지	필요	없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집중	보급
스마트	제품·서비스	온택트	펀딩	사업	지원기업	2차	모집	공고
서울시,	제철농산물로	만드는	보양식ʻ비대면	무료	요리교실’선착순	모집
서울시립과학관,	무더위	날릴	생생한ʻ극지체험전’6주간	온·오프	개최
[괴산	서울농장(8.14.~8.15.)]촌(村)스러운	바캉스	참여자	모집
서울형	착한	임대인	추가모집	<우리	동네	살리는	착한	임대인>

경기뉴스
“집에서도	곤충체험	할	수	있어요”

소중한	우리가족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잊지마세요!
경기도	공정보육	어디까지	왔나
ʻ자녀교육’	보다	ʻ부모교육’입니다…경기도	ʻ참	부모’	교육	실시
착한	소비	핫플레이스…ʻ시흥꿈상회’가	떴다!

통계청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더존비즈온과의	「Nowcast	포털」을	위한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더존비즈온과의	업무협약시	보도자료

라이프인
구로구,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지구를	위한	행동]	시장에	등장한	이노슈머(innosumer)!	기업을	바꾸다
UN청소년환경총회,	청소년	대표단	모집
소비기한표시제,	"더	이상	유예	기간이나	유예	품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의	시발점"
식량사슬의	전환	알고	싶어?	같이	책	읽으며	알아보자!
[이노스쿨]	SETA	미래의	기업가?미래의	인재	만드는	교육
대구시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의	기반	다지는	중

이로운넷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에	참여한	주민들	이야기	담은	사례집	발간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	취업	특화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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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4곳	장애인	용품·서비스	시장	발굴	맞손
"차별화	전략으로	택한	'진정성',	직원	자부심으로도	이어져"
[환경살림]	6.	명품의	새	기준	ʻ친환경'
[이로운	BOOK촌]	ESG,	자본주의의	진화...	"똑똑한	투자자와	기업의	만남"
소셜혁신연구소,	서울	특성화고에	사회적	가치	교육	확대
펫닥,	100억대	투자로	시리즈	C	마감
“우리도	소방관을	돕고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메타버스,	MZ세대	소통에	효과적...사회적경제도	활용해야”
충남	사회적경제와	서부발전,	ESG	가치창출	맞손
대전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2단계	본격	추진
기후위기	헤쳐나갈	ʻ환경	임팩트지도’	필요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도전!	K-스타트업	2021	청년리그	참가자	모집	공고[~2021-07-21]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2021-07-30]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	참가자	모집	공고[~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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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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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벤처	선정사업	안내	공고[~2021-07-21]
하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021-07-23]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07-23]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1]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2021-08-09]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1]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	시행계획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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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업(COMEUP)	스타즈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5]
2차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7기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TIPA	Value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0]
3차	업종전환ㆍ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2021-07-26]
하반기	5개국	통합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창의	육성	컨설팅(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2021-07-30]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2021-07-30]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2021-07-23]
청년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1-08-1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5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1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5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8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3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3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3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2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2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2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8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544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572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24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32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15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50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44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57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56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72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66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69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67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66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65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86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80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01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93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95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91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9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04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25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24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21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19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18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12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36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31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33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278


재도전성공패키지	후속연계	지원	재창업자	모집	공고[~2021-07-23]

고용노동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2차	추가	모집	공고[~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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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02]
한-러시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7-30]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X&D)	사업	공고[~2021-08-13]
하반기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1-07-26]
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8-12]
한-아세안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11]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5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10]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참가신청	공고[~2021-07-31]
9월	홍콩	주얼리ㆍ젬페어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2021-07-27]
홍콩	추계	조명	전시회(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조선해양	경량ㆍ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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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2021-07-30]
3차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7-23]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수시공고[~2021-10-10]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2021-08-23]
중국	상해	자체개발상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13]
K-product	페스티벌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7-22]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2021-08-13]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2]
전자파	안전시험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4]
일본	추계	도쿄	IT	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6]
5G기반	첨단제조로봇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2021-07-21]
원자력산업	퇴직자ㆍ재직자	경력전환	지원	경력인력교육생	모집	공고[~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원자력산업	경력전환	인력	채용희망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1-08-19]
CAMM	기획형	창업	신규과제	공고[~2021-08-12]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	(METALEX)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8-16]
3차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8-05]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2021-08-25]
중국	추계	수출입	상품	교역회(130회	캔톤페어)	1기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창업교육(W-SETUP)	모집	공고(실전창업교육	2기	참여	희망자)[~2021-07-23]
5G	MEC	실감콘텐츠	실증	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7-22]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비대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발굴)	참가	안내[~2021-08-04]
2차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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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하반기	기획개발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2021-07-2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1]
2차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K-ICT	클라우드혁신센터	지원사업)[~2021-08-06]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신남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재공고[~2021-07-28]
하반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수정	공고[~2021-08-06]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기술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8-08]
정보보호	솔루션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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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CHALLENGE	모집	공고[~2021-07-28]
4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대응)[~2021-07-23]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7-22]
하반기	방송	온라인	해외마켓(MIPCOM,	TIFFCOM)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6]
전자출판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7-21]
하반기	게임더하기(GSP	plus)	지원게임	모집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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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2021-07-30]

환경부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07-23]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2021-08-13]
WETEX	&	Dubai	Solar	Show(중동	권역	물	분야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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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2021-08-05]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2021-07-30]
식품창업기업	투자연계지원사업(액셀러레이팅ㆍ실전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3]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IP기획)	지원업체(농업경영체)	모집	재공고[~2021-07-29]
3차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02]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2021-09-30]

방위사업청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07-29]
2차	방위산업	해외인증획득ㆍ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09]
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8-12]

특허청
3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2021-07-23]
자유공모형ㆍ기관연계형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2021-07-27]
탄소중립	분야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2021-07-27]

조달청
3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2021-07-30]

공정거래위원회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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