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66호	(09.07)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1)엔드	게임	1.5℃

[KBS다큐인사이트]	치솟는	산불,	지구가	만들어낸	에너지	폭
탄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올여름	세계	곳곳이	불타
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대응,	대선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녹색연합	'기후위기	심각성과	기후정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자의	 %는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	공모	공고(~9/13.(월)	18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성장지원	프로그램	(함께	쿱×함께	커	프로젝트)협업지원	프로젝트	추가모집	심사	결과	공고

COOP협동조합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9.24.(금))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그로스UP	지원사업	서류	적격	검토	결과	공고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중재	시범사업	실행	용역	입찰	공고	(~9.1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술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협업모델	공모전	공고(8/16~9/30)
「202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9/13)
소셜	로컬리티	창출지원사업	참가모집	공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거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	명절	물류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0.08.)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마을공동체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IT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2021년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교육	모집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https://gcrcenter.github.io
https://www.youtube.com/watch?v=0a7y1DEuASM
https://www.youtube.com/watch?v=0a7y1DEuASM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0496.html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049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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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0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6228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91
https://sehub.net/archives/2069684
https://sehub.net/archives/2069572
http://bsec.or.kr/board_VfTS43/16843
http://bsec.or.kr/board_VfTS43/17138
http://bsec.or.kr/board_JkIH72/17454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76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75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892
https://ggmaeul.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51&boardNo=8074&type=&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29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6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141&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전남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공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상상우리]SE프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9.30)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1년	새뜰	Village	Dream-UP(빌드업)	프로젝트	공모	(~9.27)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21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	사업장	모…

서울마을공동체
그린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	IP	뉴포맷	사업화	개발지원사업	서류심사	결과	발표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	신규사업	공모	공고
2022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실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적	접촉을	위한	매개자들의	실험실「아르택트	랩,	Artact-lab」참여자	공모	안내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및	선발	관련	사전	안내문
「일상을	밝힐	아이디어	제안	공모	'반짝이는	예술생각'」	안내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공모사업	선정	결과	공고
교육콘텐츠	공모사업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전문가	재능	나눔,	프로보노	연계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모집(~9/30)
노동보건	독자연구공모	안내(~9/10)
사회복지자원봉사	따뜻한	영상	및	이야기	공모전	안내(~9/17)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안내(~11/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	공모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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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의	힘,	판	고도화	용역	모집	입찰	재공고
[비영리IT지원센터]	아름다운재단	<2021	공익단체	IT인프라	지원사업>	접수	(~10/7)
[수돗물시민네트워크]기후위기엔	수돗물	아이디어	공모전!(~9/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진	공모전]	여성,	일터,	화장실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9/15)
[지역사회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실시	(~10/08)
서민금융진흥원X피피엘	2021년	제4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년	노동보건	연구	공모
공익단체를	위한	나눔IT	프로그램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인천·전남)(~9.13.(월),	18시)
e-store	36.5	추석맞이	온라인	기획전	안내(8.30.~9.30.)
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	조직개발	교육	<소셜로그온	2>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소셜로그온	1>	수강생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빈집활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9.24.(금)	18시)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안내
[교육]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온라인	실시간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신청	안내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22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498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86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78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townnews/readnum.asp?listsize=10&fromdt=&todt=&years=&sigungu=&searchType=&searchVal=&idx=83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5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790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046/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business/notice/Business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311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373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365
http://www.usnoinjob.org/news_01.html?query=view&table=LimBo&botype=LIS_B01_01&page_num=10&bid=3466
http://www.usnoinjob.org/news_01.html?query=view&table=LimBo&botype=LIS_B01_01&page_num=10&bid=34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45&qs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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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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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_2017&wr_id=494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4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2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27&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5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1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0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8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64&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963&qstr2=page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0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19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22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22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22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1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23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223


[교육]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사회서비스)	심화과정	교육생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글로벌	이슈리포트	줌인(Zoom	In)	5호

COOP협동조합
[공지]	공공구매	및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	개최	안내
[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공공시장	진출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액션플랜	ʻ시민제안	생활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9.13)
가락	사회적경제	융합	클러스터	코워킹스페이스	초기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입주	모집	공고(5차)	(~9.15)
제2차(하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9.17)
“서울시	사회적경제	×	11번가”	온라인	기획전	참여기업	모집	공고	(~9.10)

서울시	사회적경제	3차	공공구매	온라인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9.24)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3차	통합모집	심사결과	공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추석상품전	(~9.22)
[SE:LETTER	#164]	서울에서	살기,	대도시	마을살이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9.9(목)	17:00까지]	마을기업	오프라인	판로지원	직거래장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주,	노동자	분들	교육	신청하세요~)
프리미엄	소비재	동남아시아	판로개척	화상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시	군구별	사회적경제	조직	온라인	좌담회	참가	모집(~10/7)
[선정결과]2021	[2차]환경분야	청년창업	육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페어」	(8/30~9/10)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희망씨앗전파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9/8)
연제사회적경제	Start-Up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9/12)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형	소셜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9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안내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년	50+당사자연구	이슈페이퍼	공모(~	9.10,	17시)
[서울시]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9.30)
[강서]2021년	강서50플러스센터	내	인생의	책	한	권	독서공모전	(~9/24)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9.13)
[북부]50+단체	지원사업	추가모집	선정	결과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커머스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예산	소진	시)
[북부]2021년	50+적합일자리	도시형환경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일정변경)
[강서]50+인생변신스토리	성공사례	공모(9.6~9.24)
[남부]『어르신돌보미(케어코디)』	모집	(3차)
[서부]2021년	「SH복지시설지원단」	참여자	추가	모집	[~9.9]
[재단]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커피상품권	받으세요!	(~9.15)
[남부][모집]	K-MOOC	온라인	콘텐츠	50+모니터링단	모집
북부캠퍼스	북(Book)	콘서트	신청	안내
[도심권][서울금연지원센터]	2021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여자	모집
[노원][스마트폰	초보특강]	이런	앱활용은	처음이야!
[노원]풍선러블리	커뮤니티	재능나눔의	모습!!!
[동작]2021	하반기	당사자기획	온/오프라인	강사모집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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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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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98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13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12
https://sehub.net/archives/2069309
https://sehub.net/archives/2069488
https://sehub.net/archives/2069459
https://sehub.net/archives/2069446
https://sehub.net/archives/2069722
https://sehub.net/archives/2069688
https://sehub.net/archives/2069615
https://sehub.net/archives/206953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86&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790&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78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91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198
http://bsec.or.kr/board_VfTS43/17387
http://bsec.or.kr/board_VfTS43/17231
http://bsec.or.kr/board_VfTS43/17401
https://dgse.kr:443/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95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84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252174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570794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3692322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62832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94573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89384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865453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397483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95935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753605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3795715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3945895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3965466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394769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397938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3908088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3965159


[금천]2021년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강서]4060	대상	4차산업	일자리	참여자(데이터	라벨러)	모집
강동50플러스센터	당사자기획	「사람품학교」	참여자	모집	안내
강동50플러스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신나는조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2021	사회공헌	파트너스데이	온라인	개최(9/8)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재심사	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참여기업	모집	공고(~9.24)
[협동조합공작소]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	<협동조합	경리실무>	(선착순	접수)
[협동조합공작소]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	<회계와자본>	(선착순	접수)

함께일하는재단
[SK	프로보노]	법률	분야	참여	사회적	기업	모집	안내(~9.30.)
강서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9/15)
[Try	Everything]	기술기반	로컬벨류-UP	스테이션	온라인	토크콘서트(09.15)

경기도일자리재단
4060	맞춤형	재취업지원사업	-	지게차운전기능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비대면)SNS	이모티콘	디자이너양성과정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기	참여자	모집	공고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공고
「데이터	경영	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KOTRA]	K-food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LG	소셜캠퍼스]	1분1초	영화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년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사회서비스분야)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전남마을기업	6개소	참여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제2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9.15)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브랜드관	추석맞이	온라인	할인	안내(8.23~9.30)
[전북경제통상진흥원]	2021년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북	착한	소비	활성화	지원…
[교육]	(주)SR과	협력하는	사회적기업	임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훈련	지원	안내(~9.17…

서울마을공동체
서울청년시민회의	안내

서울산업진흥원
TRADE	WEEK	참여기업	모집(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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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MADE	글로벌	협력매장(태국)	참가기업	모집(2021.09.16)
SBA-롯데제과(주)	상생프로젝트(2차)	한가위	소확행	간식이	와르르~	참여기업	모집(조기..
서울기업	청년	SW인재	스카우트	참여기업	모집(2021.09.12)
SBA-Shopee	Next	ASEAN	Power	Seller	2021	1차	참가기업	모집..
해외	온라인	플랫폼	큐텐재팬(Qoo10.jp)	서울어워드	상설관	입점기업	모집..
해외	온라인	플랫폼	큐텐싱가포르(Qoo10.sg)	서울어워드	상설관	입점기업	..
21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개방형(좌석)	입주기업	추가	모집(9/29)
제2차	DMC	지원시설(첨단/산학)	입주기업	연장심사	공고
제6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참가기업	모집(2021.09.30)
SBA	미디어콘텐츠센터	후반작업스튜디오	인큐베이팅	사업	모집공고(2021.09.28)
서울	기업	대상	챗봇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안내(2021.09.24)

https://www.50plus.or.kr/gch/detail.do?id=13871550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3880484
https://www.50plus.or.kr/gdc/detail.do?id=13873884
https://www.50plus.or.kr/gdc/detail.do?id=13827575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237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360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034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369
http://joyfulunion.or.kr/new/xe/archives/26364
http://hamkke.org/archives/43060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488782774
http://hamkke.org/archives/43077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6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5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5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4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4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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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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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sca=%25EC%2599%25B8%25EB%25B6%2580%25EA%25B8%25B0%25EA%25B4%2580%25EA%25B3%25B5%25EC%25A7%2580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130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46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3&wr_id=1573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87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open&wr_id=156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7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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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97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6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6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6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5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5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5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5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4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4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945


서울일자리포털
직업교육_반려동물돌보미	펫시터	양성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5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5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도보배달원	교육	2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8기
[10월	7일	2030청년	취업특강]취업성공의	비밀(경력직)
[미래JOB학교]_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양성	과정	교육_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심화과정	교육_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직업교육_병원동행전문가	교육(온라인	실시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한국능률협회(KMA)	<디지털	전환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우먼업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2차	추가모집]	취업성공	잡(JOB)해커톤	3기	모집	:	마케팅직무	교육생	모집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나를	사랑하는	W-ink	27
서부여성발전센터:[모집]	생존수영강사	양성과정	2차	모집공고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9~10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
동부여성발전센터:[공지]	｢With	Your	Career	커리어	멘토링	유튜브	콘서트｣	안내
서부여성발전센터:[공지]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고용지청	입주상담	시작

서울문화재단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당신의	일상에	안부를	물어요>	전시	개최	:	8.2.(월)	~	9.25.(토)
시민청	정책카페	<나와	닮은	반려식물	찾기	프로젝트	"나의	비밀정원">
[모집]	2021	인디뮤지션·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서울라이브	B-Side	:	음반	시장의	변화에	따른	피지컬	앨범	제작	및	판매	전략
>	특강	참여	신청	안내

정책카페	<와츠	인	마이	용기>	챌린지	참여자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공식	온라인스토어	“G뮤지엄숍”	오픈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팩트투자	연계	사업]	소셜리부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3학기	교육과정	안내
3학기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공고
대전형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솔로몬	하이	멘토십	프로그램」멘토	상시	모집공고

서울NPO지원센터
ʻ공익활동	실험실’	참여	단체(or	단체간	네트워크)	모집	(~9/30)
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	모집	공고	(~9/30)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	프로보노	활동가	모집(~11/15)
[빈손채움_공익경영센터]	공익경영아카데미	실무전문과정	<슬기로운	비영리회계생활>(9/7,	9/9,	9/14,	9/16)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제3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개설	및	모집	안내(선착순,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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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단체를	위한	<나눔IT	기증	프로그램>	신청	(~9/10)
[서울노동권익센터]'노동법률,	노동인문학'	무료	zoom	교육	안내	(~9/13)
지역기반	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인력	양성사업	교육생모집(~9/8)
서울노동아카데미	ʻ찾아가는	교육’	2차	신청안내	(~9/13)
[컨선월드와이드]	후원개발팀	미디어	모금	담당자	모집(대리,	~9/12)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처음엑셀회계>	교육	신청	안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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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4253&cbIdx=982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4250&cbIdx=988
https://www.ggcf.kr/archives/141184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59
https://www.daejeonsenior.or.kr/cop/bbs/BBSMSTR_000000000010/selectBoardArticle.do?nttId=514&kind=&mno=sitemap_02&searchCnd=&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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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jeonsenior.or.kr/cop/bbs/BBSMSTR_000000000010/selectBoardArticle.do?nttId=515&kind=&mno=sitemap_02&searchCnd=&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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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강연)	'북으로	간	보건의료인'(9/7,	19시)
[컨선월드와이드]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담당자(~9/8)
[사단법인	뿌리의집]	비영리단체	회계행정	담당자	모집(~9/16)
[환경교육센터]	환경학습	온라인	모임	'기후정의	공감의	숲'	참가자	모집(~10/14)
[쓰레기센터]	성동구	자원순환교육	참가자	모집	(~9/29)
[비영리IT지원센터]	2021	테크숩코리아	온라인	설명회	(9/8)
NPO	파트너	페어	<채용N>	기획부스	참가자	&	기획단	모집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초/중/고급반	온라인과정	9월반	모집	(~9/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항로사람들	후원티켓	판매	안내
[세모람도서관]	<틱톡,	숏폼으로	브랜딩하다>	김가현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10/7)
[세모람도서관]	<1년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	서대호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10/6)

[세모람도서관]	<보통사람들의	만만한	글쓰기>	오기선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10/4)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어려움에	노무상담/심리상담/경력개발	지원(지역무관)
[세모람도서관]	<건축가의	도시>	이규빈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9/27)
[세모람도서관]	<기획자의	생각식당>	김우정	저자와의	랜선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9/27)
[서울혁신센터]	2021년	2차	입주단체	모집	공고(~9/13)
[스페이스	살림]	책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	한	가지	제로웨이스트(9/8)
[(사)환경교육센터]	'기후위기	속	당신의	권리는	무사한가요?	'	온라인모임	참가자	모집(~9/9)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	청년	일자리	멘토링	알파프로젝트	멘티모집(~9/26)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주민자치교육	워크샵	참가자	모집(9/24~25)
[군인권센터]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ʻ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10/31)
[KACE서울/서교동네배움터]	온라인무료교육	:	9월	좋은부모학교(9/7~9/21,	매주	화,	성인지감수성교육)
해외	혁신형	협동조합	정책연수(비대면)	연수	참가자	모집
법률	분야	참여	사회적	기업	모집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협동조합	회계와	자본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협동조합	경리실무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하반기	스페이스	살림	상설매장	입주기업	모집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홍보관	신규	모집(3차)	공고
스마트	제품·서비스	온택트	펀딩	사업	지원기업	3차	추가	모집	공고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사업참여자	모집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계약직	직원채용	모집공고(재공고)(~9.13)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및	운영요원	채용	공고(~9/7)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6차	직원채용	공고	(~9.17)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력	직원	채용	(~9/17)

서울시50+패밀리
[재단]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1년	2차	직원채용	모집공고(~9.7,	18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제13차	유기계약직	직원	채용공고

서울마을공동체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직원채용	공고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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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sec.or.kr/board_JkIH72/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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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KOICA	기간제근로자	모집
하반기	KOICA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한국국제협력단	일반직	및	공무직	채용	공고
2018-2020	동아프리카	3개국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공모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	PMC	용역	PAO	채용	공고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	디지털혁신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예비조사	전문가	공모
KOICA	윤리준법팀	초급(5급)	전문가	모집
라오스	UNDP	불발탄	분야	기술자문전문가	채용	공고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소말리주	분쟁지역	이주민	사회경제적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	전문가	공모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	홍보	및	IT	전문가	모집공고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문가	공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	채용공고(21-4차)

서울우먼업
LG전자	콜센터	LG제품	전문상담	컨설턴트	모집
런드리고’	정규직	채용
동부여성발전센터:[채용]	2021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직원	채용	공고(5급	대리)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채용	공고	(취업담당)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제19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울NPO지원센터
[JA	Korea]	경영기획	총괄	채용	공고	(	~	9/15)
[환경재단]	환경재단과	함께할	그린리더를	찾습니다.	(어린이환경센터	등	경력직	채용)	(~9/12)
[(사)한국해비타트]	글로벌마케팅전략팀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	매니저	채용(~9/12)

행사/캠페인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주사회적경제쇼핑몰	가치사세	오픈	및	추석명절	행사	안내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시NPO지원센터]	쓰레기도	다시	보는	사람들(9.9)
[동작]9월	50플러스	독서포럼에	초청합니다.

서울마을공동체
서울주거복지포럼	안내

Koica
제14회	서울ODA국제회의	개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포럼	시리즈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3차)」

서울우먼업
(9/7	오후2시)	경력단절예방의	날	기념	토크콘서트

서울NPO지원센터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정기후원	캠페인	"인권활동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9/22)
[인권재단사람]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나눔	캠페인	"고마워요,	힘내요"	(~9/22)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2021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상과	만나는	성평등'(~9/7)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적비전	실현을	위한	존엄인지실천	워크숍(10/1)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지리산포럼	2021	-	위기와	전환(9/30~10/4)

보도/기사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1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0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37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53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52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512/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8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8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8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7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454/artclView.do
https://www.arte.or.kr/notice/job/notice/Job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34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31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31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29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278
https://www.ggcf.kr/archives/1413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1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93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7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3894043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3933523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7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8401/artclView.do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40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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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0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0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인됨으로	만들어갈	자치와	문화
나의	터전을	교재로,	놀이터로
골목의	일상,	그곳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ʻ회복’

서울문화재단
[시민청]	제8회	시민청	도시사진전	개최(8.2.~9.2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수준	높은	국내외	서커스	공연	한자리에…ʻ서울	서커스	프로그램’

서울연구원
서울미래유산	따라	노포(⽼鋪)	미식기행

서울뉴스
유퀴즈	온더	공원	4탄	월드컵공원	나무	챌린저
서울시,	경단녀	62명	44개	공공기관에서	인턴십	'서울	우먼업'	시작
'서울식물원과	함께한	모든	순간'	SNS	사진	공모
서울시,	휴대폰처럼	편리하게	충전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연내	7천기	보급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CROSS	Campus	청파	입주기업	모집
우리동네	보육반장	홍보	이벤트
서울	곳곳에서	가을국화	향기	느껴보세요
서울시,	시민	1,350명과	함께하는「2021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개최
ʻ코로나	극복	향한	힘찬	발차기’서울시,	비대면	태권도	공연	선보인다
서울시,	포장재	없는	소비문화	확산…	시민체험공간	'제로숲'	11월까지	운영
[괴산	서울농장(9.25.)]애플파머스	참여자	모집
[영암	서울농장(9.13.~9.15.)]영암	농촌의	가을	참여자	모집

경기뉴스
[코로나	시대	ʻ숲속	힐링’⑤]	양평	산음자연휴양림힐링	코스	산책로부터	숙박,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마련된	힐링명소
[카드뉴스]	Z세대	다음은	누구?	ʻ알파세대’가	온다
청년을	위한	슬기로운	인생설계	ʻ꿀팁’	대공개!
한	눈에	알아보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친환경급식	유통도	친환경으로!…경기도,	폐비닐	감축방안	추진
[카드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중장년들의	인생2막,	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냈어요!

통계청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4호	발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8월	소비자물가동향
7월	산업활동동향

라이프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산림청,	기후	위기	대응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이쿱생협,	자원	순환의	날	기념	'종이팩	자원	살리기	멸균팩	손분리	경연'	개최
한살림,	"되살림운동으로	다시	쓰고	덜	버려요"
제주별책부록,	'제주	한	달	살이	in	성수'	팝업	스토어	오픈
사경인	역량강화	메타버스로!소셜로그온	수강생	모집
지구를	지키는	하루,	일주일간의	실천…기후위기	실천행동	효과	분석
[맥주,	지역을	담다]	'무등산	브루어리',	맥주에서	시작한	상상과	지역에서	가능한	일들
한국SDGs청년플랫폼,	'유엔과	국제기구,	SDGs의	깊은	탐구'	1차	세미나	성공리	개최
[자원순환의	날]	러블리페이퍼,	"폐지는	캔버스로,	폐지	줍는	어르신은	자원재생활동가로"
[자원순환의	날]	플라스틱의	대안,	업사이클링…"종이로	바꾸는	세상"
서울혁신파크,	2021년도	하반기	입주단체	모집	시작
생협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	촉구	온라인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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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fac.or.kr/opensquare/news/press_list.do?bcIdx=124229&cbIdx=966
https://www.si.re.kr/node/65133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4437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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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9031658425790C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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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9031006467879C048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s_code=daily&number=202109011441095120C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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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745&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773&rowNum=10&amSeq=&sTarget=&sTx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1679&rowNum=10&amSeq=&sTarget=&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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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에서…정답은	소비자가	알고	있다!
코이카	이노포트,	글로벌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및	사회	혁신가	성장	기대
한국SDGs청년플랫폼	4기,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변방은	변화와	창조,	생명의	공간"…초국경	협력의	중요성	강조	돼
아이쿱생협,	전국	동시	No	플라스틱	캠페인	진행…"지구(9)를	위해	하나(1)되는	날!"
[신간]	'어서	와,	사회적경제는	처음이지?'	영화와	드라마로	쉽게	이해하기
공공부문,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에	3179억	공급…올해	목표	62%	달성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	상도동
대도시	서울에서	마을을	말하는	이유	"우리는	섬이	아니잖아요"
책읽는	정원에서	시민을	이야기해요
그린피스,	5대	식품제조사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대응	살펴보니	'걸음마	수준'
사회적기업	임직원이라면	온라인	역량교육	무료로	받아요!
[이노스쿨]	가까운	곳부터	손내밀	곳	찾은	나사렛대	체인지	메이커
[찰칵,	포토뉴스]	청년이	주인공!	'활약	돋보여'

이로운넷
가온아이피엠,	독거노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사회적경제	활동가	공론장	열려...	“이야기	나눌	공간	많아지기를”
[카드뉴스]	사회적경제기업	추석	맞이	이벤트,	이건	못	참지!
경기도	광주,	추석맞아	사회적경제기업	라이브커머스	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기본소득	공동행동,	“기본소득	입법하자!”	국민입법청원	추진
“협동으로	과학기술	혁신이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공모전	모집
아이들	숟가락에	ʻ평화’	의미를	담는다면?
"비영리	생태계의	건강한	다음을	만듭니다"
충남광역자활센터-충남지식재산센터,	사회적	가치	창출	맞손
광주시	사회적경제	쇼핑몰ʻ가치사세’	오픈
공공부문,	상반기	사회적금융	3179억원	공급...비수도권	지원	강화	추진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고나	#5
강남	숨겨진	골목	구석구석…“로컬투어에서	즐기세요”
“5060	세대	라이프스타일	한눈에	모아보는	앱	나온다”
신중년	위한	이커머스	창업	아카데미	교육	성료
서울시,	ʻ1인가구	포털’	개설...	“맞춤형	정보	한	눈에”
[공감인터뷰]	“음악에	사회복지를	접목하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2021-09-1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성장촉진	마케팅(민간))	창업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9-15]
Open	API	활용기술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2021-09-24]
2기	기술혁신센터	R&D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0]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미디어	분야(1탄	3차)	스타트업	모집	공고[~2021-09-24]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모집	공고[~2021-10-29]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	3차	모집	공고[~2021-10-29]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2021-10-01]
4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	시행계획	공고[~2021-10-07]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9-10]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	참여	지자체	모집	재공고[~2021-09-13]

고용노동부
K-Food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화상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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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2021-09-16]
4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기업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24]

보건복지부
3차	보건신기술(NET)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1-09-15]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ㆍ신기술	발굴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10-15]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한-독일(AiF)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2021-09-30]
하반기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2021-09-17]
AEO공인기업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온라인	특별전시관	참여기업	모집[~2021-10-06]
2차	에너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IR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5]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2021-09-09]
국내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전주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3]
태양광	분야	미국	온라인(비대면)	수출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코로나19)[~2021-09-08]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언택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24]
중국	중부	그린파트너링	플라자(우한국제환경전시회	연계)	모집	공고[~2021-09-15]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2021-09-28]
K-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	모집	공고(혁신서비스	기업	대상)[~2021-09-24]
K-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	모집	공고(에듀테크	기업	대상)[~2021-09-24]
미국	시카고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한국관(PLMA)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9-08]
K-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	모집	공고(프랜차이즈	기업	대상)[~2021-09-24]
K-서비스	온라인	수출대전	모집	공고(디지털콘텐츠	기업	대상)[~2021-09-24]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2021-10-05]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0-05]
K-Lifestyle	in	Africa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17]
베트남	호치민	라이프스타일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09-10]
홍콩	Cosmoprof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Digital	Week)[~2021-09-17]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광학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연장공고[~2021-09-10]
3차	Invest	KOREA	Market	Place(IKMP)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30]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2021-09-10]
2차	플랜트	프로젝트	지원단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08]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2021-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년도	기술혁신	창업기업	모집	공고(한국해양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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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본대회	공고[~2021-09-16]
4차	대기업ㆍ기금사	대상	비대면	기업홍보	지원(비대면IR)	공고(코로나19	대응)[~2021-09-09]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ㆍ접수	안내[~2021-09-08]
클라우드	산업대상	공모	공고[~2021-10-07]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재공고[~2021-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	학습데이터셋	지원	오픈랩	모집	공고[~2021-09-14]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10-29]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가점	부여)[~2021-09-29]
3차	대전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화지원제작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30]
소셜임팩트	with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21-09-17]
제4회	통신사	대상	비대면	IR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09-14]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3차	공모	안내[~2021-09-1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84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28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6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456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767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5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2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9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8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8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4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4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1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3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4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1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3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3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5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1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82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81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80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7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8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4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9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8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646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14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13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104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421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1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60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7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5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5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2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92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8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5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74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548


환경부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7]
하반기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2021-09-08]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공고[~2021-09-10]
물산업	우수기술	창업공모전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30]

국토교통부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2021-09-17]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3차	세부과제	시행	공고(자유제안과제)[~2021-10-04]

해양수산부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2021-09-10]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2021-09-13]
제6회	해양스타트업	대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08]

농림축산식품부
4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09-17]
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2021-09-30]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2021-09-30]

관세청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특별	전시관	참여	기업	모집	공고(AEO	공인ㆍ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기업	대상)[~2021-10-06]

방위사업청
2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2021-09-16]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창업기술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09-10]
농기자재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09-10]

특허청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2021-10-01]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2021-09-30]

금융위원회
IBK창공(創⼯)	대전	1기	혁신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09-30]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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