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64호	(08.24)

'기후위기	도미노'	임박…25%가	깨달으면	모두가	따
라온다

기후위기가	임계	수준을	넘으면	어느	순간에	지구의	전체	균형
이	깨져버리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	이것은	인류에게	실
존적인	위험	...

	

세계	곳곳	물불	안	가린	'이상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까지	쓸어갔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	영
화나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자각할	때'라고	경고...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2021년	함께	쿱×함께	커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2021년도	지역·업종별	사회적경제	공동판로개척	지원사업」	2차	공고(~9.3.(금))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	공모	공고(~9/13.(월)	18시)
「2021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2개소)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사슬	전환	모델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그린	브릿지(GREEN	BRIDGE)	공모	(~9.6)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식문화	네트워크	전략	수립	용역』	입찰	공고	(~9.6)
서울시	사회적경제	ʻ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8.30)
사회적경제	마켓(공생마켓)	용역	입찰	공고	(~9.2)
서울시	마을기업	지역의제	기획사업(3차)	및	사업력강화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선정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그로스UP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8.30)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	UCC공모전」	사회적경제기업	UCC	해커톤	예선평가	결과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종결과]	2021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차	스케일업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안내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9/13)
부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경제	상상더하기"	모집	공고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LG소셜캠퍼스]	1분1초영화제	공모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콘텐츠코리아랩	시제품	지원	사업

https://gcrcenter.github.io
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04607.html
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04607.html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4013.html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4013.html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07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12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10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6140
https://sehub.net/archives/2069279
https://sehub.net/archives/2069256
https://sehub.net/archives/2069167
https://sehub.net/archives/2069130
https://sehub.net/archives/2069104
https://sehub.net/archives/2069042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72&searchCategory=23&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90
http://bsec.or.kr/board_VfTS43/17138
http://bsec.or.kr/board_JkIH72/17176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49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48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신나는조합
2022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기후위기	대응	및	공동체강화	지원사업	파트너단체	모집(~9/3)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일터	지원사업(~09/08)

사람과세상
[COOP]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맞춤형교육	운영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교육과정	공모]	2021년	여성전문직업교육	교육	과정	공모
잡아바	리브랜딩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용역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구내식당	위탁운영_재공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마을기업	사업모델	개발	연구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학별	사회적경제	관련	교과목	운영	지원사업(2학기)	선정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대형유통망	판로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전라남도	마을기업	제품	개선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창업	디딤돌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하반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종로구	마을기록	주민	공모전(~8/31)

서울산업진흥원
원작	기반	OTT향(向)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08.31)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모집공고(2021.09.07)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	사업안내	(접수는	8.	23	부터)

Koica
2022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성장형‧진입형파트너십사업)	공모	안내(양식	재첨부)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신규사업	공모	공고
2022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실시
2022년	KOICA	세계시민교육	혁신	사업	공모	사전공고
개발협력	평가	R&D공모사업
코이카	이노포트	2021년	하반기	입주기업	공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2차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안내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공모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나눔지원사업	공모	선정

서울NPO지원센터
노동보건	독자연구공모	안내(~9/10)
멘토링	수기·영상	공모전	안내(~08/31)
사회복지자원봉사	따뜻한	영상	및	이야기	공모전	안내(~9/17)
서울특별시	유공자	표창(동행분야)	추천	공고(~08/31)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안내(~11/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	공모전	(~9/10)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시민사회	방구석	여름나기	사진공모전(8/11~9/6)
예술경영대상	공모전	안내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7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153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267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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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821555&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818025&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0815836&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OTcmc3RhcnRQYWdlPTAmbGlzdE5vPTUzNi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14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13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16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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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79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6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24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659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790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04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17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22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258/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43&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207
http://www.usnoinjob.org/news_01.html?query=view&table=LimBo&botype=LIS_B01_01&page_num=10&bid=3425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42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5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4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45&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4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4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85&qstr2=


포용적	소셜벤처	생태계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성장	챕터	Inclusive	Growth	Chapter(IGC)	-	I트랙(~8/27)
[환경재단]GS샵	에코크리에이터	다채로운	식탁	채식	레시피	영상	공모전	(~8/31)
고용노동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9/13)
동그라미재단	ʻ혁신	과학기술	센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	(~9/17)
서울사랑의열매	'2021년	기획사업'	-	필(必)환경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09/17)
서울사랑의열매	'2021년	기획사업'	-	디지털	약자들의	온택트	활용능력	향상	지원사업	(~09/17)
삼일	공익법인	투명성	개선	지원	컨설팅(~8/31)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연장	안내(~8/31)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육성과정	학습자	모집(~9.3.(금))
「2021년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	Ⅱ」	참여기업	모집	공고(~9/3)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인천·전남)(~9.13.(월),	18시)
「2021년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프로그램	Ⅰ」	참여기업	선정	결과안내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자금조달	설명회	참여	안내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SVI	측정	교육	참여	안내
[교육]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환경)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3차	통합	모집	공고	(~8.26)
시민액션플랜	ʻ시민제안	생활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9.13)
서울시는	주문가능	지역	입니다.
함께누리	입점기업	21년	온라인	상품페이지	디자인	제작지원	접수	(~8.30)
[SE:LETTER	#163]	다양한	사회문제를	청년의	방법으로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모집	(~8.30)
서울시	사회적경제	그로스해킹	분야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	(~8.30)
개봉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입주자	모집	공고	(~8.3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8.31.	16:00]	하반기	'협동조합	역량강화교육'	교육생	모집
[~9월3일까지]	'3차	경기도	협동조합	상담DAY'	신청	안내
마을기업	경영지원	「현판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사회혁신기업	대상	개발도상국	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기업	모집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참가기업	모집(~9.3)
협동조합	조직진단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모집	공고(~9/3)
인천시	군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좌담회	참가	모집(~10/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	온라인	변경	개최	알림(8/30)
사회적경제	여성분야	창업입문과정	참여자	모집(~8/26)
KOICA	온라인	조달설명회	실시(모집	~8/26)
공익경영아카데미	실무전문과정_비영리회계‧세무편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공고]	2021년	대구	…
롯데백화점X사회적경제기업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8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안내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인증	컨설팅	분야	참여기업	추가	모집
[이음더하기,	(사협)더불업]	울산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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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테마카페	BUCKSBOOKS	사업설명회
온라인수출과	지원정책	완전공략[환급과정]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여성)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년	50+당사자연구	이슈페이퍼	공모(~	9.10,	17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8.25)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사	모집(~8.29)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참가자	모집(~8.31)
[라이나전성기재단]	제5회	라이나50+어워즈	수상	후보자	추천	및	벤처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	(~9.24)
[임팩트피플스]	호칭공모전	조사원	모집	(~8.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가	제안하는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9.5)
[북부]2021년	50+단체지원사업	추가모집
[서울시]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9.30)
[서울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를	위한	리챌린지	프로그램(~8.31)
[도심권][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공모전
[동작]제2회	50플러스	3분	영상공모전	모집	안내
[강서]2021년	강서50플러스센터	내	인생의	책	한	권	독서공모전	(~9/24)
[동작]2021	서울시	50+	보람일자리사업	지역복지사업단	[동작/관악/용산구	지역복지사업단]	추가	모집공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9.13)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귀촌	주말교육	교육생	모집(선착순)
[서울시민대학]	하반기	수강생	모집(선착순)
[서울일자리센터]	4050	취업교육(선착순)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생	모집(상시)
[서초]2021년	하반기	B.T.S	강사를	모집합니다.
[남부][무료	선착순10명]	함께	시(詩)쓰기	원데이클래스
[북부]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캠퍼스	활용백서	한눈에	보고	신청하기
[도심권][신간소개]	땡큐	코로나,	억대	연봉	메신저	│	서미경	외	11인	공저
[도심권][서경대학교	예술교육센터]	『2021	인생나눔교실(수도권)』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활동그룹	2차	모집
[노원]2022년	이용자	서비스	욕구조사
[노원][수강생	모집]	2021년	9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노원]노우리	2기	수료생!	첫	키오스크	강의를	진행하다!
[노원]누구나	뚝딱!	고추장	담그기!	프로그램	현장
[노원]수락	산새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노원]조각공예로	만든	'호박브로치'	나눔을	하다!
[동작]2021	동작	복지나눔	축제
[금천]센터	온라인	채널	(카카오톡,	유튜브)	안내
[강서]2021	서울시	50+	보람일자리	사업	『강서구	지역복지사업단	』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남부][사전신청]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	50+더하기포럼
[재단][보도자료]	서울시,	ʻ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온라인	포럼	개최
[남부][북적북적	캠페인]	올해의	책	발표!	50+감성	사생대회에	도전하세요♥
[동작]50플러스	독서포럼에	초청합니다.

신나는조합
★	2021	온라인	협동조합	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안내(~8/29	선착순	모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2021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온라인	개최(9/8)
[SOVAC	IR	Room]	국내	대표	임팩트투자자와의	IR미팅	기회를	제공합니다.(~8/30)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	전파사업(~09/08)
[녹색친구들]	녹색친구들	행운	근린생활시설	입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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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재단
[MYSC]	Inclusive	Growth	Chapter	(IGC)	프로그램	안내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서울시민참여위원회	온라인	발족식	개최
[사회적경제연구원]	2021년도	사회적경제	여성분야	창업입문과정	참여자	모집	홍보	요청의	건(~8/26)

경기도일자리재단
[교육생	모집]경기	청년	미디어	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청년면접수당	Cheer-UP	Leader(치어리더)	2기	모집	요강
[교육생	모집]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참여자	상시모집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팀]	공공구매	역량강화	심화교육	모집	공고
[KOTRA]	K-food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021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과정	2차	교육생	모집	공고
[행복나래]	2021년	'The	따뜻한'	품평회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활동가	공론장	개최	“나는	이럴	때	사경을	헤맸다”
[우체국쇼핑]	울진	사회적경제기업	&	지역특산물	추석	브랜드관	오..
영덕군	사회적경제	동네대학	3기	모집
[경북도청]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	안내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제4차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충칭,	항저우)	모집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9.15)

서울마을공동체
2022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정책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2차	성과공유회	생중계	안내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허브	파트너스	모집(2021.08.30)
애니	프론티어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09.03)
애니타운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08.26)
개발자	데뷔코스	싹(SSAC)	3기	2차	SW	교육생	모집(2021.09.05)
DT스쿨	Python	제조	데이터	분석	과정	교육생	모집	(~8/26,	무료)
TRADE	WEEK	참여기업	모집(2021.09.30)

싹(SSAC)	재직(개발)자	대상	AWS	클라우드	구축	및	설계과정	온라인	교육생	모집(2..
9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09.12)
글로벌유통사관학교	제4기	슈퍼루키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2021.09.10)
애니타운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연장)(2021.09.09)
IP(지식재산)디딤돌프로그램-IP창업존	IP창업스쿨	2021년	3기(15기)	교육생	모집(..
서울	유망	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VC	전략	멘토링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서울일자리포털
[중장년	취업심화교육]4060세대	취업기회	확대하기(8.25(수)~26(목):14시~17시)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4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반려동물돌보미	펫시터	양성과정
[4050세대	취업교육]	인생2막!	커리어설계.	9.7(화)	오후2~5시
[9월8일~9일	청년취업특강]	한	번에	끝내는	하반기	채용전략	마스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5기
직업교육_방역원교육	2기

http://hamkke.org/archives/42948
http://hamkke.org/archives/43017
http://hamkke.org/archives/43010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0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08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07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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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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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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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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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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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0MDQmc3RhcnRQYWdlPTAmbGlzdE5vPTUzNi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MDMmc3RhcnRQYWdlPTAmbGlzdE5vPTUzN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OTAmc3RhcnRQYWdlPTAmbGlzdE5vPTUy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ODkmc3RhcnRQYWdlPTAmbGlzdE5vPTUy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zODgmc3RhcnRQYWdlPTAmbGlzdE5vPTUyN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12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4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7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7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58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6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79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4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85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1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3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3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3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2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2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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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221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1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2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2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2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1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Koica
KOICA	글로벌	협력의사	모집공고
코이카	이노포트	이노랩A	참가	기업·단체	모집

예술경영지원센터
제	2차	예술분야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및	참가자	모집	안내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9월	수강신청(기술분야,	조직경영분야)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조직경영	분야	<트렌드	특강	Ⅱ	-	문화예술과	블록체인,	NFT	>

서울우먼업
중부여성발전센터:2021	마포	여성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자	모집(~8/31까지	모집)
서부여성발전센터:[모집]	생존수영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25호
북부여성발전센터:[공지]	북부	온라인학당	오픈!!!	비대면강의	개설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양성평등무료특강]종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솔루션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24_유튜브라방으로	초대합니다!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8~9월	내일배움카드교육	프로그램
동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이음	취업상담	서비스	참여자	모집

서울문화재단
[온라인	강연]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링크(LINK)>	강연	ʻ기획자의	일’	참여	신청	안내
시민청	시민기획단	프로젝트	ʻ 당탕탕	대잔치’
[모집연장][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	워크숍>	참여청소년	모집

경기문화재단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전환>	3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	4.3을	기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4.3	기억행가게	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2차)
[알림]	2021년	하반기	사회적가치지표(SVI)	교육	개최	안내	(~교육	종료시)
[알림]	K-food	사회적경제기업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선착순	별도	마감)

서울연구원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녹색금융/ESG세미나]	ESG금융의	실천	방안	모색과	대안	세미나	안내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공동실시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운영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참여자(단체)모집(~8/31)
동북권	시민교육	참여단체	모집	(~8/31)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존엄조직을	위한	전복적	리더십	워크숍(8/27)
유니온센터x무중력지대	성북	노동상담소(~9/1,	매주	상담일	3일	전	마감)
[빈손채움_공익경영센터]	공익경영아카데미	실무전문과정	<슬기로운	비영리회계생활>(9/7,	9/9,	9/14,	9/16)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감동:런]	공식	오픈	이벤트(~8/27)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및	모집	안내(선착순,	~9/17)
[소셜이노베이션그룹]	호모	디그니타스	워크숍(8/26.목)
[KACE서울]	온라인무료교육	★	8월	좋은부모학교	(8/17~8/31,	매주	화,	서교동네배움터)
[비영리IT지원센터]	"업무용	IT기기,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	(8/25)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제3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안내(~11/30)
[송석복지재단]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ON	「혜화동청소년모임」참가자	모집(~8/3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05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267/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44&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37&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42&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1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7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7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7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5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2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1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7061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4190&cbIdx=982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4184&cbIdx=988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4181&cbIdx=955
https://www.ggcf.kr/archives/140849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7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6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21&code=sky_com_notice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20&code=sky_com_notice
https://www.si.re.kr/node/65092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788
https://daejeon.pass.or.kr/board.es?mid=a10201000000&bid=0003&act=view&list_no=7197&tag=&nPage=1
http://jiles.or.kr/community/notice.htm?seq=7928&act=view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55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36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4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7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0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9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89


[경기국제평화센터]	해외청년과	경기청년이	함께하는	2021년	한반도	평화학교	수탁기관	모집	공고(~8/25)
[아독모]	내	마음을	알아주는	독서모임,	'방구석	도서관'	에	초대합니다	(~8/25)
e-store	36.5	브랜드홍보관	참여기업	모집(기업/제품	홍보)	(~8/31)
[중랑천환경센터]	수달	보호	포럼	(8/26)
[NPO	상담소]	9월	상담소	신청	접수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25기	수강생	모집	(~9/15)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디지털마케터	및	로컬리스트	청년교육생	모집(~9/8)
[지속가능경영재단]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온라인	과정	참여자	모집	(~9/14)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제8기	복지실천가	철학아카데미(10/6~11/24,	매주	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강좌)	북한을	알아가기	위한	역사·문화	강좌	-	보건의료편(9/3,	20시)
[서울시	청년허브]	글로벌	솔루션랩	웨비나	시리즈	파트Ⅱ:	기후변화와	인간,	매일의	삶	(~9/5)
[서울특별시]	<서울시	권역별	소통의	장: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30)
[쓰레기센터]	서울시	자원순환교육	참가자	모집	(~8/25)
[N_SQUARE]	2021	N_FORUM	온라인	개최(9/3)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10/6~11/3)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방구석	성평등	홈트레이닝	(~8/27)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단체를	위한	<나눔IT	기증	프로그램>	신청	(~9/10)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법률,	노동인문학'	무료	zoom	교육	안내	(~9/13)
[아프리카인사이트]	아프리카	전문기자단	"아이네디터"	6기	모집	(~9/7)
강서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	(~9/3)
지역기반	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생모집(~9/8)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모집	(~8/25)
은평사회적경제혁신밸리센터	입주기업	15차	추가모집	연장공고	(~8/25)
서울노동아카데미	ʻ찾아가는	교육’	2차	신청안내	(~9/13)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어쩌면	청년정책이	우리를	구할거야”	하반기	참여자	모집	(~12/31)

일자리/채용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

서울시50+패밀리
[재단][채용공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상임이사(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제12차	유기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서울마을공동체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21.08.18~08.25)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직원채용공고(21.08.17~08.25)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Koica
잠비크	리쿵고	강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심층기획조사	전문가	공
탄자니아	국별협력사업	심층기획조사	성과관리	전문가	공모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사업	사후지원	성과관리	전문가	모집
(재공고)	가나	볼타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사후점검을	위한	전문가	공고

서울우먼업
외국계	마케팅	대행사	프로젝트	팀원	경력	채용	-	재택근무/	IT	분야
제1차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직원채용	재공고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8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8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86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4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4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4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3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29&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20&qstr2=page
http://dgse.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88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3517262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5&bbsNo=15&nttNo=610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3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29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2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37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28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28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28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239/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12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102


데이터라벨링	작업자	채용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남부여성발전센터	단기계약직	채용공고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직원채용공고

서울문화재단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
제2회	경기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학생	학습지원단>	긴급	채용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월드투게더]	국제개발협력	NGO	직원	모집	(나눔기획팀	대리)	(~8/26)
[사단법인아름다운배움]	청소년	교육	기획	담당자	채용	공고	(~9/5)
[교육의봄]채용과	교육의	변화를	위해	헌신할	연구원,	모금	전문가	각	1인을	찾습니다.(채용시마감)
[서울시	광진주거복지센터]	실무자	채용	공고(~8/24)
[한국해비타트]	개인후원팀	모금센터	행정담당	매니저	채용(~8/31)
서울YMCA	청소년지도사	채용(~8/31)
[사회비행자]	'연구자'	채용(~8/31)
[사회비행자]	'기획자/PM(프로젝트	매니저)'	채용	(~8/31)

행사/캠페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공론화	간담회	참석	신청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1년	서울	자살예방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

사람과세상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안내

Koica
KMCO	및	국제기구	진출	온라인	설명회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이벤트]	서부새일센터	<#찍고#쓰고#받고>	이벤트	진행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NPO	도구상점	워크숍]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일잘러	기초	체력	훈련	1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을미디어	브랜딩	캠페인	-	1인	미디어	시대,	왜	'마을미디어'가	필요할까?	(9/1)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정기후원	캠페인	"인권활동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9/22)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나눔	캠페인	"고마워요,	힘내요"	(~9/22)
[빠띠]	제6차	열린소통포럼	❝건강·지역경제·지구를	살리는	로컬푸드❞	(8/25) 
[따뜻한동행]	기부플랫폼	'기브어클락'	모금캠페인	사전	신청	이벤트	(~8/31)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치와	분권의	경로에서	방향	찾기
열정에	대한	예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내	얼굴을	비추는
철학과	예술을	구원할알록달록한	질문
폭풍우가	오기	전에,	함께	탈	배를	짓자
놀듯	배우듯	함께	만드는	ʻ가능’

서울연구원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09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2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recruit_list.do?bcIdx=124160&cbIdx=964
https://www.ggcf.kr/archives/140733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19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8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77&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536533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51&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8263/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1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5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31
https://arte365.kr?p=87729
https://arte365.kr?p=87769
https://arte365.kr?p=87732
https://arte365.kr?p=87568
https://arte365.kr?p=87572
https://arte365.kr?p=87601


서울의	역사를	품고	있는	ʻ우수건축자산’	한눈에	보기

서울뉴스
서울시,	공동보육모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8개	자치구에서	운영시작
탈(脫)플라스틱에서	제로웨이스트까지…2021	서울	새활용	축제	개최
서울메이드	X	서울	대표	브랜드	15개,	MZ세대	취향저격	콜라보	상품	연내	출시
2030년	건강한	서울을	위한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디자인거버넌스	백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1~3권)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연도별	보도자료
디자인거버넌스	연도별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의	경험을	재발견	하라…	영상콘텐츠	공모전
서울시-환경부-교육청,	폐교부지	활용해	환경교육·체험	'에코스쿨'	공동조성

경기뉴스
[코로나	시대	ʻ숲속	힐링’③]	안성	칠장사~칠장산	둘레길칠장산·어사	박문수	둘레길부터	칠장사까지	힐링코스	명소
온종일	만지는	스마트폰에	붙은	세균	없애는	법코로나19	등	생활	속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는	예방법	소개
올	추석은	ʻ마켓경기’에서	알뜰쇼핑	하세요~8월	26일~9월	15일	추석기획전…입점	주요	상품	최소	20%	할인	금액	판매
[코로나	시대	ʻ숲속	힐링’②]	양주	불곡산	숲길
기능성	화장품부터	모기물림	치료제까지…잡초의	재발견!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예약,	연말	31개	시·군	확대…체육시설·행사장	편리하게	이용
살모넬라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
경기도	22개	공공기관	114명	통합채용…27일부터	원서접수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의	세계
양평	전통시장,	ʻ배달특급’	손잡고	온라인	진출	성공!
공정한	세상	위한	가치소비…경기도	ʻ공정무역’	속으로
관광약자	편의시설	ʻ가상현실’로	미리	확인하세요!

통계청
2분기	지역경제동향

7월	고용동향

라이프인
[Gsef-라이프인	수다회]	혐오와	증오의	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의	단초
아이쿱자연드림,	국내	최초	소비기한	표기	냉동만두	선봬
경험이	공익활동	일자리	시각	바꾼다,	'디딜자리	인턴십'
코로나시대,	사회적경제의	제안은?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활동가	공론장	'이럴	때	사경을	헤멘다'	열어
[기고]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140만	생협조합원,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	촉구	공동행동	나서
예보,	'KDIC	희망뉴딜'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고독스테이,	우리는	고독함으로써	연결된다
[Mㅓ하시는	Zㅣ요?]	비즈니스,	동네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되다
강서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나만의	아지트는?	MBTI	유형별	청년활력공간	16곳
신협사회공헌재단,	장애인	이동	편의	차량	'어부바'	기부
[단디	온나,	부산]	"이게	정말	국수야?"	눈과	입이	즐거운	구포국수의	변신
[로컬의	뉴노멀⑥]	청년몰의	교훈과	정부	개입의	재검토
[아프지	마,	우리동생③]	개를	키우려면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고?
[취재수첩]	황홀했던	배구	원팀,	청년들과	원팀	어때요?
[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은	OO중!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	함께	건넌다
[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세대가	변화시키는	세상,	기후위기를	극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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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이	말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면	생기는	일
[Gsef-라이프인	수다회]	무기력이	가장	무서운	적,	청년은	노력	중
韓	청년,	'식량사슬의	전환과	혁신'	위해	모였다
국제협력	해커톤	이노캠프,	27일	시작
아이쿱,	'No	플라스틱'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약	2천만	개	플라스틱	생수병	줄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소셜벤처	에누마	코리아	업무협약

이로운넷
충남	사회적경제와	위메프,	'추석	기회전'	라이브	커머스	개최
ʻ워라밸	vs	고임금’...당신의	선택은?
행안부	지역사업	브랜드	'커먼즈필드',	레드닷	어워드	수상
'시한부	지구'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의	힘이	필요하다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
“각자의	가치와	경험이	가능성이	되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싶어요.”
“인천	사회적경제의	ʻ다음	단계’,	I-SEIF와	함께	만들어가요”
고령화	사회	속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은?
옥스팜코리아,	전	세계	취약계층	지원	위한	ʻ똑똑한	해답’	캠페인	진행
플라스틱	가림막,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	안된다
사회적기업	㈜우리애그린,	ʻ원예치유	프로그램’	진행
아름다운가게,	이마트에브리데이	공간	기부로	전주	송천점	오픈
광주시,	광주역	상권	강화	ʻ흥신강림	셀러학교’	운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상,	오픈랩	프로젝트에서”
조신	교수	“ESG와	CSR	핵심	차이는	ʻ투자자의	역할’”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높아졌다
사회적경제	활동가	온라인	공론장	열려
아이쿱생협,	생협공제	시행	촉구	조합원	공동행동	개시
세계협동조합대회	준비하는	서울시민참여위원회	출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누구나	향유하는	스포츠를	만듭니다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ʻ우리는	의식을	입는다:	We	Wear,	We	Care’	展	개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화성의	사회적경제	육성	경험,	널리	전수할	것”
'ESG의	모든	것'	알고	싶다면	들어보세요
AFN,	공정무역	캠페인	통해	원두	무료	제공
온라인판매자협동조합,	소상공인	위한	ʻ온라인	판매	실무	교육’	진행
상반기,	사회적경제를	빛낸	기업은?
“차와	향기로	모두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광주첨단산단	커뮤니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주도
장애인	꿈이	자라는	일터가	인천에	있는데,	아시나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펫푸드	만들어요”
20대	청년들이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
디자인으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든다
당신은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도시마을협동조합,	발달장애인	훈련생·취업	희망자	모집
해수부,	전국	3곳서	어촌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추진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8월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기업	모집	안내[~2021-08-31]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차	스타트업	모집	공고[~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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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08-31]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31]
8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8-25]
중소기업중앙회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입점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8-25]
두드림	전기안전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전기안전공사-협력재단	기업	자율형	상생프로그램)[~2021-08-31]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입점	모집	공고[~2021-08-31]
8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08-27]
8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2021-08-27]
8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2021-08-27]
8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08-27]
8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공고[~2021-08-27]
8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08-27]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2021-09-16]
기술피칭(Tech	On-Air)	영상	제작	및	우수	제품	전시	참여	희망	중소기업	모집	공고[~2021-09-01]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08-26]

고용노동부
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2021-08-27]
K-Food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5]
2차	지역ㆍ업종별	사회적경제	공동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2021-09-0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2021-08-31]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9-15]
BIO	Europe	DIGITAL	2021(보건의료기술거래)	참가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2021-08-25]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기술국제협력	AI	전략분야	유레카	클러스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8-31]
한-프랑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연장모집	공고[~2021-08-3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2021-08-30]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2021-08-25]
하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2021-09-17]
엔지니어링	레퍼런스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가상	발주	프로젝트	수행기업	모집	공고[~2021-09-01]
KES	Innovation	Awards	안내	공고(전자	IT	관련	기업	대상)[~2021-09-01]
중국	선전	인터텍스타일	국제섬유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7]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2021-08-27]
6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12]
미국	뉴욕	국제치과	전시회(GNYDM)	원격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06]
일본	도쿄	추계	AI	전시회	원격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7]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06]
중국	톈진	식음료	전시회(CFDF	Autumn)	샘플홍보관	및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8-27]
지속가능경영	유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추가모집	공고[~2021-08-31]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2021-09-06]
전력기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	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2021-08-31]
I-Contest(산업기술	융합	BM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2021-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신규과제	공고[~2021-08-31]
단국대학교	과학벨트	기능지구	창업성장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2021-08-31]
2차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2021-08-27]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2021-08-3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추경사업	공고[~2021-08-25]
2차	한-캐나다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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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클라우드	기반	개발지원	창업플랫폼	이용기업	모집	공고(스타트업ㆍ예비창업자	대상)[~2021-08-27]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우수모델)	모집	공고[~2021-09-1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비즈니스	아이디어)	모집	공고[~2021-09-13]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	신규과제	공모[~2021-09-08]
3D프린팅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2021-08-31]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021-09-06]
과학벨트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과학벨트	기능지구	소재	기업	대상)[~2021-09-03]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본대회	공고[~2021-09-16]
2차	물리보안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9-0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업	수출역량	고도화	심화컨설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콘텐츠	수출지원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2021-08-27]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프로모션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콘텐츠	수출지원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2021-08-27]
온:한류축제	온라인	수출상담회(콘텐츠)	및	중국	특화	진출	참가사	추가모집	공고[~2021-08-27]
IP	라이선싱	빌드업	참가기업(엔터테인먼트형)	추가모집	공고[~2021-08-27]
스타트업콘(Starup:CON)	경쟁피칭(배틀필드)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8-27]
국내	OTT연계	방송콘텐츠	재제작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09-02]

여성가족부
3차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2021-08-31]

환경부
2차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2021-08-31]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7]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2021-09-08]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공모	공고[~2021-09-01]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9-17]

해양수산부
1차	리스크안전망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8-31]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2021-09-10]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1-09-13]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	공고[~2021-08-25]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29]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공고[~2021-09-03]
청년	농업인	창업기술지원	사업	공고[~2021-09-10]
농식품	스타트업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8-31]
4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09-17]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수시	모집	공고(부품국산화	분야)[~2021-09-06]
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2021-09-16]

특허청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생산거점,	공급망	변경	등	GVC재편)	지원사업	시범지원	공고[~2021-08-25]

조달청
3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연장	공고[~2021-08-31]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좋은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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