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59호	(07.30)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2개소)	공모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안내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선정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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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8/6)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8/2)
「LG헬로비전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송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해외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8.1.)
[가치있는	같이해결-무한상상	리빙랩]	주민생활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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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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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팀]	「2021년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하반기	창업	컨설팅	참여자	선정공고
[성장지원팀]	온라인	플랫폼(크라우드펀딩)	입점	지원	사업	기업	선정	결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대형유통망	판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8.10)

Koica
2021-202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2022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실시
개발협력	M&E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	단기과정	모집	안내(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대상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1	디지털	취약계층(장애인)	대상	특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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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2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02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019
https://sehub.net/archives/2068154
https://sehub.net/archives/2068116
https://sehub.net/archives/2068399
http://bsec.or.kr/board_JkIH72/16922
http://bsec.or.kr/board_JkIH72/16915
http://bsec.or.kr/board_VfTS43/16981
http://gjsec.kr/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65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6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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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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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0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40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056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04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092/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25&txtKeyword=&ddlKeyfi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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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295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위탁	감리	용역	입찰	공고	안내
예술꽃	씨앗학교	기획사업	신규	예술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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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창작	실험	프로젝트>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안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안내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지원사업	(아트택트	랩,	Art-Tact	Lab(가칭))	운영	지원	용역	입찰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바보의나눔]2022년	공모배분사업	공고(~8/4)
[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7기	모집(~8/1)
활업장	-활동	작업	업무
kt그룹희망나눔재단	“희망나눔인상”	(~10/23)
서민금융진흥원X피피엘	2021년	제3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8/13)
서울마을주간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8/5)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추가모집	공고(~8.5(목)	18시)
[보건복지부	공고]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미래세대	사회적경제	교육	(중등과정)	운영	(~8.17)
’2021	리틀빅스피커’	참여자(팀)	모집	(~8.6.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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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	진출희망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설명회	(~8.4)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8.18	17:00)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	진출지원	컨설팅	모집	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미디어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및	참가자	모집
「2021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	온라인	변경	개최	알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교…
대구	사회적경제	소셜크라…

서울시50+패밀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	공모전(~8.15)
[신나는조합]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8.6)
[서울시기술교육원]	2021년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8.20)
[(재)숲과나눔]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8.1)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8.6)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서비스분야	창업과정	모집(~8.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8.25)
[서울도서관]	LINK	REVOLUTION(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모집(~8.6)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소그룹	토론	워크숍	참여자	모집(~8.4)
[남부]『우리동네	놀이돌봄	선생님』	참여자	모집(2차)
[서울일자리센터]	4060세대	취업기회	확대하기	교육(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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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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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68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63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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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16&qstr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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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003
https://sehub.net/archives/2068000
https://sehub.net/archives/2068169
https://sehub.net/archives/2068423
https://sehub.net/archives/2068367
https://sehub.net/archives/2068523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60&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bsec.or.kr/board_JkIH72/16995
http://bsec.or.kr/board_VfTS43/16961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84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8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97436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241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052193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2936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2901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5940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2676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3992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2714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18203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26811


[맘이랜서]	ICT빌드업캠퍼스	수강생	모집(~8.1)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사	모집(~8.29)
[재단][입찰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년	직원	채용대행	용역(재공고)
[서부][신청]	2021년	하반기	정규과정	온라인	설명회	[8.6]
[남부][화요시네마]	8월	무료	독립영화	상영작	안내	:	파이터,	학교	가는	길
[서대문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지역	기반	창업가	토크	시리즈(7월~10월)

신나는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4박	5일	합숙	여름생태귀농학교!	7.31~8.4
협동조합	ICA	리더십	과정	참여자	모집	(~8/13)
[사랑의열매X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가팀	모집(~8/17	18:00)

사람과세상
[기초경영]2021년	기초경영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2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교구	활용	방안	연수'	교육생	모집
[사회적기업팀]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SVI(사회적가치지표)교육	모집공고
[성장지원팀]	「2021년	강원곳간	입점상품	개선	아카데미」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임팩트스퀘어]	ISQ	ACCEL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LG헬로비전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롯데온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기..
[경상북도청]	2021년도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3차	모집	공고
전남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우체국쇼핑	입점	안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개발과제	신규지원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8.5	18시)

서울마을공동체
서울공동체상(賞)	모집	공고
“서울주거복지	정책참여단”	시민위원	모집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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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오션에서도	돈	버는	이커머스	성공공식	교육생	모집	(~8.16)
G밸리	온라인	수출상담회(2회차)	참가기업	모집(2021.08.04)
서울산업진흥기금	출자사업	공고(액셀러레이팅펀드)(2021.08.12)
서울산업진흥기금	출자사업	공고	(RFP	for	2021	SBA	Global	St..

서울일자리포털
[8월	24일	청년기본교육]	취업의	핵심	A	to	Z
[중장년	취업심화교육]4060세대	취업기회	확대하기(8.25(수)~26(목):14시~17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기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1926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2972694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3233500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3240118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322058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22614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04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3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75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43&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41&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40&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02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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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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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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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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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zNzcmc3RhcnRQYWdlPTAmbGlzdE5vPTUx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NzYmc3RhcnRQYWdlPTAmbGlzdE5vPTUxN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Njkmc3RhcnRQYWdlPTAmbGlzdE5vPTUxN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0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499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01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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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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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82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2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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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0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1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Koica
KOICA	글로벌	협력의사	모집공고
[너조코	나조코]	더	나은	코이카를	위한	30가지	제안	모집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취업분야	<현장에서	듣는	Job	이야기>	수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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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우먼업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8월	무료	특강	"언택트	커리어	수다(秀多)"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사업	경력개발코칭	참여자	모집(2기)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2021	취업역량강화	특강	-	AI면접	/	NCS채용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도전!	My	job	찾기	프로젝트	｢2021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모집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유튜브_국비지원	직종설명회	8월	초	예정

서울문화재단
[참여자	모집]	2021	서울예술교육센터	온라인	비대면	워크숍	Code14s(코드포틴즈)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당신의	일상에	안부를	물어요>	전시	개최	:	8.2.(월)	~	9.25.(토)
<일정변경>[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	여름시즌	워크숍>	참여청소년	모집
[일정변경]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워크숍	'작업의	감(感)'	참여자	모집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사업	릴레이	토론회	<확성기>	운영	안내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	경험	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참여자	모집
청년마을상점	프로젝트	워크숍<로컬+메이커스>	참여자	모집
[생활문화팀]	2021	생활문화활동가학교	‒	똑똑학교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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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복지재단
2022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서울NPO지원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4	문:고리	동네	여성들의	여성주의	연결고리(~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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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자조활동	라운드	프로젝트:	알파청년	2기	모집
문제해결력	및	커리어	성장	교육,	임팩트	베이스캠프	14기	모집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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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5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810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8102/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2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04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6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6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6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6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6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3535&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3529&cbIdx=988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2646&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3528&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3539&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39648
https://www.ggcf.kr/archives/139618
https://www.ggcf.kr/archives/13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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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code=sky_com_notice
https://www.gjwf.kr/web/Board/6175/detai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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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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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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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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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민교육	건강돌봄학교	신청안내(~8/2)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회적기업,	젠더를	더하다>	대표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전략	교육	모집
(~8/13)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적인	삶을	원하시나요?	여름생태귀농학교에서	같이해요.(7.31~8.4)
ICA세계협동조합대회	전시	및	판매부스	참여	협동조합	모집	(~8/13)

서울디지털재단	청렴옴부즈만	모집	공고(~8/8)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세미나)	'과학기술로	북한읽기'	(8/6,	19시)
[	언어·문화	NGO	조인어스	코리아	]	18기	추계	인턴	모집	(~8/21)
[전국귀농운동본부]청년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9/23~10/20)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	LINK	REVOLUTION(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모집
[NPO	도구상점	1:1	오프라인	워크숍]	사이트도구로	사업설명회	페이지	만들기(8/5,	8/6)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아름다운가게]	2021년	3분기	아름다운가게	상근활동가	채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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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재공고]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	직원	채용(…

서울마을공동체
마포구	주민자치	지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2021.07.27~08.16)

Koica
우간다	WHO	사업	보건	전문관	공고
KOICA	다자협력전문가(KMCO)	12기	모집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확대	개선사업	시스템	감리	전문가	선발	공고문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직원	채용]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1명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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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연구원
[SPC팀/측정센터]	CSES	인재	정시채용	(~8/13)

서울NPO지원센터
[한국헬프에이지]	홍보팀	채용	공고(~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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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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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	아름다운커피와	함께	할	교육캠페인	담당자를	모십니다.(~8/8)
[은평씨앗학교]	길잡이	교사를	모집합니다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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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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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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53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7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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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8055/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955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191&code=sky_net_news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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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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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동료를	찾습니다(채용시	마감)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직원채용	(~8/8)
[도봉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경력직	채용공고(~7.31)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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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
[괴산	서울농장(8.14.~8.15.)]촌(村)스러운	바캉스	참여자	모집
[상주	서울농장(8.13.~8.15.)]우상즐방	참여자	모집
서울대공원,	1만주	노란	꽃	물결…코로나극복	ʻ희망의	해바라기	전시회’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ʻ치유농업사	양성기관’지정…교육생	선발
월별	문화예술프로그램(8월호)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공모
[소셜벤처허브	뉴스레터	제27호]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

경기뉴스
세계인이	주목하는	DMZ,	평화와	안전의	터전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8월	3일	공식	유튜브	ʻ구읏TV’	개국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5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6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라이프인
[단디	온나,	부산]	비쿱,	특별한	커피	맛의	비결
트래쉬버스터즈,	서울	최초	구청사에	'다회용	공유컵'	서비스	도입
"이대로	서울에	'그린'	없다"…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지정	50주년	기자회견
어반정글,	"지친	마음	산림과	임산물의	소중한	정취로	치유하세요"
'기후위기'	시대…기후변화는	재난	측면에서	관리돼야
소셜메이트클럽,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생활'	참가자	모집
쿨루프협동조합,	'폭염기간	급한불	끄기	긴급행동'	착수
괴산군,	'NO	플라스틱	실천'	선포…1회용	플라스틱	'NO'

이로운넷
사진으로	만나는	멸종위기동물,	"우리	곁에	함께	하길"
SNS	핫플레이스	ʻ계단집’을	아시나요?
“어렵지	않은	바이소셜,	일상	그	자체입니다”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	기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주	52시간제	시작...사회적경제	종사자들	일과	삶	균형	지켰으면
우시산,	경주휴게소에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매장	열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
테스트웍스,	사회적	가치	성과	담은	리포트	발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임팩트	투자	나선다
“좋은	콘텐츠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요"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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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3978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075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3940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108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10128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4515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4102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30055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7281055243765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7281008553932C04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020&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991&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983&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960&rowNum=10&amSeq=&sTarget=&sTxt=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4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805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802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803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801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800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798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86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53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8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83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01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55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60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57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65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334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	참가자	모집	공고[~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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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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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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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여성창업자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수정	공고[~2021-08-10]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계획	공고[~2021-08-23]
개별화상상담	추가	모집	공고(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2021-08-06]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K-혁신기업	모집	공고[~2021-08-10]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	공고[~2021-08-19]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	주관기관	모집	공고[~2021-08-18]
해외실증	PoC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10]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13]
3차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2021-08-0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연장	모집	공고[~2021-08-31]
LG헬로비전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송출	지원사업	연장공고[~2021-08-02]
롯데온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2021-08-0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2021-08-20]

산업통상자원부
하반기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02]
산업기술국제협력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X&D)	사업	공고[~2021-08-13]
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8-12]
한-아세안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11]
5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10]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참가신청	공고[~2021-07-3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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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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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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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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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산업안전전시회(A+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06]
하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2021-09-17]
싱가포르	에너지	수처리	냉난방공조	전시회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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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8-11]
2차	로봇디자인멤버십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08-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출품기관	모집	공고[~2021-08-20]
2차	일반광업육성지원(스마트마이닝)	추가지원	공고[~2021-08-04]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심화	디자인컨설팅	지원	모집공고(서울센터)[~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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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모집	수정	공고[~2021-08-06]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기술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8-08]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기업	대상)[~2021-08-03]
2차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사업	모집	공고[~2021-08-09]
단국대학교	과학벨트	기능지구	창업성장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8-31]
2차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2021-08-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4]
MIPCOMㆍMIP	Junior	2021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8-02]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공고(출판ㆍ수출	에이전시	대상)[~2021-10-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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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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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2021-08-18]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2021-08-05]
3차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02]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	공고[~2021-08-25]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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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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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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