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58호	(07.27)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	Ⅰ」	참여	기업	모집	공고(~7/30)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년	서울	사회적경제	영상캠페인	제작』	입찰	공고	(~7.30)
사회문제	해결	신규전략	모델	시범	사업	ʻ사회적경제	그린	피벗(GREEN	PIVOT)	공모’	(~8.2	17시)
사회적경제	콘텐츠	기획·제작	및	콘텐츠	플랫폼	「캐빈닷넷(CABIN.NET)」운영	용역	입찰	공고(~8.12)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기반	기획사업(3차	공모)	및	사업력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2차	공모)	모집	공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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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해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8.1.)

신나는조합
2022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기후위기	대응	및	공동체강화	지원사업	파트너단체	모집(~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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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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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	대학별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목	운영	지원사업」	참여	..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7.30)

Koica
2021-202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2022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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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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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72
https://sehub.net/archives/2068028
https://sehub.net/archives/2068154
https://sehub.net/archives/2068116
https://sehub.net/archives/206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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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c.or.kr/board_JkIH72/16922
http://bsec.or.kr/board_JkIH72/16915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6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53
http://hamkke.org/archives/4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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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1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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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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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zNjgmc3RhcnRQYWdlPTAmbGlzdE5vPTUxMi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3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5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046/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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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대상	특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용역	입찰	공고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위탁	감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예술꽃	씨앗학교	기획사업	신규	예술단체	공모	안내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로	탐구생활'	참여그룹	추가공모	안내
랜선으로	만나는	예술교실(가칭)	예술가팀	공모	안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입찰공고	안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방향	연구	입찰	공고	안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창작	실험	프로젝트」	'챌린지	그룹'	공모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바보의나눔]2022년	공모배분사업	공고(~8/4)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7기	모집(~8/1)
활업장	-활동	작업	업무
성동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7/29)
kt그룹희망나눔재단	“희망나눔인상”	(~10/23)
GS	SHOP	에코크리에이터(~7/28)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9/30)
서민금융진흥원X피피엘	2021년	제3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8/13)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추가모집	공고(~8.5(목)	18시)
사회적기업	안내	리플렛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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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회적경제	추석용	E카탈로그	참여기업	연장	모집	(~7.27)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양천구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	모집	(~7.28)
서울시	사회적경제	솔루션스쿨2(7.29,	8.5)
서울시	마을기업	신규교육	입문과정	3차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	(~8.17)
[교육]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대상	교육	「My	Social	Story,	Our	Special	Steps」	모집	안내	(~8.6	15:00)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장)2021	사회적경제	스케일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7.30.)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토교통부	공고]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지정계획	공고(~7/30)
소상공인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7월	접수	안내(~7/30)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7/30)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상품몰	e-store	36.5	입점사	모집	안내

서울시50+패밀리
[한국고등교육재단]	제2회	LECTURE	TOWARD	「청년공간과	주거」	(7.28)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	공모전(~8.15)
[서울특별시]	제4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7.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	취·재창업	프로그램(~7.30)
[신나는조합]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8.6)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촌(전원생활	)교육생	모집(~7.28,	선착순)
[서울시기술교육원]	2021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8.20)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5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91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04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03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89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41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16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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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0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2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9&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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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01
https://sehub.net/archives/2068044
https://sehub.net/archives/2068000
https://sehub.net/archives/2068175
https://sehub.net/archives/2068169
https://sehub.net/archives/2067786
https://sehub.net/archives/2068101
https://sehub.net/archives/2067551
https://sehub.net/archives/2068423
https://sehub.net/archives/2068367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59
http://bsec.or.kr/board_VfTS43/16775
http://bsec.or.kr/board_VfTS43/16826
http://bsec.or.kr/board_VfTS43/16694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5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70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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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241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323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2193


[(재)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참가자	모집(~7.30)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8.6)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서비스분야	창업과정	모집(~8.8)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7월]	일상의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	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7월호)

신나는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4박	5일	합숙	여름생태귀농학교!	7.31~8.4
협동조합	ICA	리더십	과정	참여자	모집	(~8/13)
[로컬콘텐츠LAB새로고침]	0과	1사이	토크	시리즈	보러가자!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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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일자리재단]	2021	강원	일자리	박람회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인재육성팀]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교구	활용	방안	연수'	교육생	모집
[창업지원팀]	2021년	협업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팀]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SVI(사회적가치지표)교육	모집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3차)	융자사업(~7.29	18시)

서울마을공동체
[이벤트]	2021	서울마을주간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
서울공동체상(賞)	모집	공고
대표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내
[동부여성발전센터]	사회적경제	활동가	리더십	워크숍	안..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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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IP	뉴포맷	사업화	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2021.08.18)
서울메이드	브랜딩	워크샵	참여기업	모집(2021.08.01)
8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08.15)
데이터	마케팅의	성장,	비즈니스	핵심	전략의	시작	인사이트	스쿨	참가자	모집(온라인	웨비나..
레드오션에서도	돈	버는	이커머스	성공공식	교육생	모집	(~8.16)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2회차)	참가기업	모집(2021.08.04)
서비스	기획자를	위한	UI/UX와	데이터	시각화	교육생	모집(8주	완성,	무료)
서울산업진흥기금	출자사업	공고(액셀러레이팅펀드)(2021.08.12)

서울일자리포털
[8월	24일	청년기본교육]	취업의	핵심	A	to	Z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3기(비대면으로	구직활동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	취업심화교육]4060세대	취업기회	확대하기(8.25(수)~26(목):14시~17시)

Koica
KOICA	글로벌	협력의사	모집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연구	재공고	안내

서울우먼업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년	취업대비	프로그램(집단상담)	참여자	모집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2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2936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3022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2901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59405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319682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3196831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04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3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51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08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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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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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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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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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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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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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52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89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39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68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6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8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1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1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3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6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0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0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56/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6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2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14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미술심리상담사	3급/2급	자격증	취득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8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DC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공모	안내(~8.18)
도시·문화·사회적경제	온라인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제주별책부록]	네이버	쇼핑	라이브	교육	모집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8/16)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공고(~8/9)

서울연구원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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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평생교육진흥원
탐나는	5060인생학교	집중탐구과정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과정	수강생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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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움직⼥,	뛰고	움직이고	도전하자>	참여자	모집	(~8/6)
[세모람]	<기획자의	습관>	최장순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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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람]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최형욱	저자와	함께하는	랜선	책	모임	참가자	모집	(~8/16)
[뉴웨이즈]기초의원	젊치인	후보자	추천	모집(~7/31)
[SOVAC]	세.바.퀴.와	함께	할	참가자	공개	모집!	(~8/6)
[Monthly	SOVAC]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일상의	착한	습관,	바이소셜!	(7/28)
청년	창업	자조활동	라운드	프로젝트:	알파청년	2기	모집
문제해결력	및	커리어	성장	교육,	임팩트	베이스캠프	14기	모집	(~8/1)
[청년참여연대]	원룸관리비	파헤치기	(~8/10)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협업공간	<활업장>	입주	모집(~8/1)
월간	복지저널의	ʻ해외통신원’이	되어주세요	(~8/3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강연)	해방	직후	한국	보건의료	구축의	역사(8/3)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젠더입문강좌	<반나절	페미니즘>(8/14,토)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민교육	건강돌봄학교	신청안내(~8/2)
[청청프로젝트연구소]	2021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활동그룹	모집	(~7/30)
[희망제작소]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참가	신청(~7/28)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회적기업,	젠더를	더하다>	대표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전략	교육	모집(~8/13)
[	김수환추기경연구소]	청년	인문-집단상담	'생각	사이-다'	와	함께	하는	여름	휴가(8/17~26,	화목)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적인	삶을	원하시나요?	여름생태귀농학교에서	같이해요.(7.31~8.4)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팀	모집(~8/17	18:00)
ICA세계협동조합대회	전시	및	판매부스	참여	협동조합	모집	(~8/13)
서울디지털재단	청렴옴부즈만	모집	공고(~8/8)

일자리/채용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0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02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09&code=sky_com_notice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1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2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12&code=sky_com_notice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11&code=sky_com_notice
https://www.si.re.kr/node/65066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84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909&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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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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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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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5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7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7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8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76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8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2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2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7&qstr2=


사회적기업진흥원
[아름다운가게]	회계관리	팀원/팀장	채용	(~7/30)
[함께일하는재단]	채용공고(~7.30)
[아름다운가게]	2021년	3분기	아름다운가게	상근활동가	채용	(~8/1)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8/3)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이사(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채용공고]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팀장)	공고
[채용공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팀원	채용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Koica
우간다	WHO	사업	보건	전문관	공고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2기	모집
해외봉사단	사업효과성	향상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제도개선,	홍보)	투입	전문가	모집공고
피지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사업	형성조사	전문가	모집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	개선사업	시스템	감리	전문가	선발	공고문
엘살바도르	2021년	전략사업	예비조사	초급전문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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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총무회계	및	성장지원팀원	직원채용	공고(~8.1	)

서울뉴스
제14회	서울연구원	정원외직원	채용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모금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직원	모집	(신입/경력)	(~7/30)
[한국헬프에이지]	홍보팀	채용	공고(~7/31)
[컨선월드와이드]	신규직원	모집안내(마케팅부,	국제사업부)(~7/30)
[보건의료노조]	중앙	및	경기지역본부	활동가	채용	공고(~7/28)
[사단법인	세상아이]	사업담당자	모집(~8/8)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단원	채용공고	(~8/1)
[채용공고	_서류접수	8/5,	18시	마감(당일만	접수)]	함께	일할	동료를	찾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채용	/	경력	무관	(~8/3)
[한국해비타트]	개인후원팀	개발담당	매니저(경력직)	채용(~8/1)
[한국해비타트]	개인후원팀	관리담당	매니저(경력직)	채용(~8/1)
[한국해비타트]	홍보/커뮤니케이션	담당	경력직	채용	공고(~8/1)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팀장1,	팀원1)합니다.(~7/28)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기업사회공헌(CSR)	정규직	채용공고(~7/30)
[영셰프스쿨]	행정교사	채용	(~8/14)
[(재)아름다운커피]	영업&마케팅	담당자를	모십니다	(~8/8)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8/5)
[사회비행자]	기획/프로젝트매니저	채용	(~7/28)
[(재)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아름다운커피와	함께	할	교육캠페인	담당자를	모십니다.(~8/8)

보도/기사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91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96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5968
http://bsec.or.kr/board_JkIH72/16890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01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1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1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3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798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797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4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43/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5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53/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44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2943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191&code=sky_net_news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301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0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즐겁고	보람있게

접속과	접촉,	감각의	교차와	연결
한계에	맞선,	새롭고	소소한	접근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융합예술	창·제작지원	쇼케이스	<엑스알	사피-예술로	현실을	확장하다>	개최(7.28.~8.4.)

서울뉴스
[영암	서울농장(7.30.~8.1.)]그해	여름	영암(Ⅱ)	참여자	모집
[괴산	서울농장(8.14.~8.15.)]촌(村)스러운	바캉스	참여자	모집
[상주	서울농장(8.13.~8.15.)]우상즐방	참여자	모집
SBA,	쓰레기로	둘러싸인	세상“ZERO	WASTE”…
서울도서관,	ʻ단테’	서거	700주기	맞아	ʻ단테’	와	『신곡』강좌	개최
서울식물원,	여름방학	온라인	특강	'우리집	식물도감'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업사이클)	시제품	무료	제작지원
[문화비축기지]	극단	두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연극	공연
서울시	ʻ반려인	능력시험’	호응	올해	5천명	확대모집	9월	개최

경기뉴스
[카드뉴스]	“의식있는	소비,	미닝아웃과	함께해요	!”

라이프인
서울시,	업사이클링	시제품	제작	무료	지원
강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쿱스쿨	⑧]	푸른	동네	안에	그림	같은	한옥	짓고	'구림공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시회적경제의	시대정신은?
3D업종만	할	수	있는	자활종사자?	더	많은	문이	열리길
공동체와	기업	사이에서	정체성	찾아가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체성	공유와	실천을	위한	자세
마을,	기업,	금융	그린뉴딜과	만나다
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모집
[지구를	위한	행동]	징벌적	배상,	사이즈가	달랐던	서구

이로운넷
아이쿱생협,	세종시에서	ʻNo	플라스틱	캠페인’	시작
숲과나눔,	환경사진아카이브	구축
현대오토에버,	전국	고등학생	대상	화이트	해커	양성	나서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슬기로운	방학생활
강원사경센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자	모집
"혁신성	지닌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이슈	상시	점검해야"
협동조합,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결국	핵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
협동조합,	현실	조언	듣고	싶다면	'맞춤형	상담데이'로!
“다원세상에	오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비	창업가들의	둥지,	인천	서구	사경센터	ʻ코워킹	룸’
키뮤스튜디오,	인천	교보문고	ʻ상상공간플러스’	입점
“의사와	환자	평등한	관계	형성…	슬기로운	의료생활”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2021-07-30]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	참가자	모집	공고[~2021-08-13]

https://arte365.kr?p=87186
https://arte365.kr?p=87189
https://arte365.kr?p=87214
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3513&cbIdx=966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835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978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075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084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513102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3889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3882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3859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4425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7231542246005C04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8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6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87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6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4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4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4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5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2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24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7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84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9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2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9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1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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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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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1]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2021-08-09]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3차)	시행계획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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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TIPA	Value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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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30]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1-08-10]
1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2021-08-17]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1-08-02]
2022년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2)	참가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2021-07-30]
제3차	온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예비)여성창업자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수정	공고[~2021-08-10]
7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2021-07-30]

7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2021-07-30]
7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2021-07-30]
7월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07-30]
7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2021-07-30]
7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2021-07-30]
7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2021-07-30]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2021-08-23]
한ㆍ태국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신북방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연장	모집	공고[~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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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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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추계	조명	전시회(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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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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2021-08-23]
중국	상해	자체개발상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13]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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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8-1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료기기(Africa	Health	2021)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7-30]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및	서비스	전시회(Automechanika	Shanghai	2021)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8]
힐링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04]
독일	베를린	국제	주류	및	음료	전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7-28]
중소형플랜트	CIS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8]
미국	LA	무선통신	전시회(MWC	L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5]
일본	오사카	뷰티월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6]
추계	일본	도쿄	패션월드	원격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할랄	제품	온라인	전시회	참가업체	추가	모집	공고[~2021-07-30]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6]
3차	국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사업(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7-28]
이탈리아	밀라노	세계	의약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7-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비대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발굴)	참가	안내[~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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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기업	대상)[~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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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CHALLENGE	모집	공고[~2021-07-28]
하반기	게임더하기(GSP	plus)	지원게임	모집	공고[~2021-07-30]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방송	연계	라이브커머스	지원	모집	공고[~2021-07-28]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7-29]
관광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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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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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공고[~2021-08-13]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2021-08-12]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재공고[~2021-08-12]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공고[~2021-09-0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공고[~2021-07-30]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2021-08-18]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2021-08-05]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	모집	공고[~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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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수시	모집	공고(부품국산화	분야)[~2021-09-06]

특허청
우수	상표ㆍ디자인권	공모전	출품	신청	공고[~2021-08-19]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출품	신청	안내[~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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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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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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