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71호	(10.19)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세상을	바꾸는	사회혁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10/22)
사회적경제기업	빈집활용	지원	(시범)사업	대면심사	결과	공고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품‧서비스	공공시장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	(2021부산국제수산엑스포)	참가기업	모집	(~10/19)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명절	물류비	지원	사업	지원금	확정	내용	공고

신나는조합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모집	공고(~11/7)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공모
[사회적기업팀]	재정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온라인	설명회	참여자	모집
[인재육성]「2021년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금융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드론	촬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
공공시장	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0.21)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재무·금융	컨설팅」	지원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개최(2021.11.10)
뉴미디어	플랫폼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2021.10.20)
K쇼핑	데이터홈쇼핑	지원사업	참가기업	2차	모집(~10/19)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사업	발표평가	결과발표

Koica
(기한연장)	환경보호	실천	60초	영상	챌린지	공모	개최
[공지사항]KOICA	데이터	및	통계	활용	조사	및	공모	결과	안내
개도국과의	연구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위기	대응방안	연구사업	공모	공고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	도서	해외	배포지원	공모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2차	공모	심사결과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ʻ상상만개’	기획․운영	입찰	공고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모집	안내(신규강사	모집전형)
기술	융합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시각·청각	예술	분야와	기술의	융합형)	입찰	재공고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결과물	가공	및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안내
2022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선발심사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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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6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698
https://sehub.net/archives/2070679
http://bsec.or.kr/board_JkIH72/17985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wr_id=788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214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16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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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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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sca=%25EC%2582%25AC%25EC%2597%2585%25EA%25B3%25B5%25EA%25B3%25A0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zQmc3RhcnRQYWdlPTAmbGlzdE5vPTU2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zUmc3RhcnRQYWdlPTAmbGlzdE5vPTU2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jkmc3RhcnRQYWdlPTAmbGlzdE5vPTU2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1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5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5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69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861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893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874/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70&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72&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486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664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732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686
https://www.arte.or.kr/notice/bidding/notice/Bidding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683


서울문화재단
[공모결과]	2021년	예술청	창작소	「텅·빈·곳_새	집의	모양」	공모	심의	결과
[행사안내]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링크(LINK)'	결과공유회	<링킹(LINK-ING)>	개최	안내
2022년	서울무용센터-K3안무센터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참여	안무가	공모(~11/11)

사회적가치연구원
[신규	연구	추가]	2021	CSES	사회적가치	연구공모전	(~10/31)

서울NPO지원센터
[진저티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	내	마음	속	작은	숲	가꾸기	2기	모집(10/01~11/12)
노인복지	공모사업	공고
[한국방정환재단]	2022	인권달력	제작을	위한	어린이그림	공모전	(~11/9)
[법무법인디라이트]	D-Tech	공모전	(~10/26)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2021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	(~11/10)
제1회	시니어유튜버	경진대회
제1회	탄소중립	실천모임	우수사례	공모전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e-store	36.5	동네방네	소문내기	프로젝트	참여	안내(9.27.~10.31.)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IT분야	여성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어워드	모집(~11.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인천)	입주기업	선정심사	결과	공고
[프로보노]	세무,	회계,	법무,	노무	전문가와	함께	기업	경영	역량	UP하세요
사회적경제	소셜브릿지	데이	안내	(신청마감~10/26(화))
하반기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총회	교육	개최
[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연장안내

COOP협동조합
협동조합	홍보	포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10.31.)
e-store36.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10.31.)
[공지]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이해도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10.22.)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X11번가	온라인	기획전(~11.14)
소셜메이커스	3기	참가자	모집	안내	(~10.24)
[SE:LETTER	#166]	사회혁신에도	ʻ한	팀’이	필요하다	��
서울시	유통형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판매채널	입점기업	4차	통합	모집	공고	(~10.25)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X	11번가	최대30%	할인특가	기획전	진행(~10.31)
경기도	시·군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공고
[~10월15일까지]	2021	ICA	교육	및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자	모집	재공고(연장)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10/22.)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니어웨이브	교육과정	모집공고(모집기간	연장)	(10/1~10/22)
제8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설명회	개최(10/19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선배기업	멘토양성과정(하반기)	모집	(~10/27)
사회적경제기업	이커머스	및	온라인	시장의	이해	교육	개최
「2021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후보자	응모	공고(~10/25)
「2021	마이데이터	실증	국민참여단	모집」(~10/21)
「2021년	부산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가기업	모집(~10/21)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5222&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5205&cbIdx=982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notice.do?bcIdx=125202&cbIdx=985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6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0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4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8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6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0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95&qstr2=page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53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661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668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68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68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664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666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37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36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24
https://sehub.net/archives/2070650
https://sehub.net/archives/2070618
https://sehub.net/archives/2070564
https://sehub.net/archives/2070298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30&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27&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25&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202
http://bsec.or.kr/board_JkIH72/17832
http://bsec.or.kr/board_JkIH72/17871
http://bsec.or.kr/board_JkIH72/18041
http://bsec.or.kr/board_JkIH72/17959
http://bsec.or.kr/board_VfTS43/17977
http://bsec.or.kr/board_VfTS43/17965
http://bsec.or.kr/board_VfTS43/17864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회	대구경북	소셜벤처	O…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코리아세일페스타	온라인	SE특별전	참여기업	모집공고
10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안내

서울시50+패밀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취업	준비	교육	참여자	모집(~10.22)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사	모집(~11.28)
[재단]2022년	1~2월	운영	시민제안	교육과정	콘텐츠	공모(~10.29)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10.24)
[서울일자리센터]	5060	온라인	취업교육(~11.1)
[상상우리]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15기	모집(~10.24)
북부캠퍼스	Book콘서트	신청	안내
[도심권][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손자녀	돌봄자(조부모)	프로그램
[노원][수강생	모집]	2021년	11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노원][모집]놀이돌봄선생님	모집
[노원]보드게임지도사	기본과정을	마치며!
[노원]보이스투맨2기	오디오작가	오디오북	발간
[서대문]2021	서대문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_10월호
[서초]2022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	2021.10.29	(금)

신나는조합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신청(~10/22)
문화재형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

사람과세상
[SE]	2021	온라인	콘텐츠	안내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경제	소셜브릿지	데이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하는	프로보노	참여기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제3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프로그램	모집
[SOVAC]	ʻ행동을	이끄는	공감의	힘,	Z세대의	지구	살리기	대작전’	안내
[컨츄리시티즌]	괴산이유	:	3주	만에	로컬크리에이터	되기(~10/20)
[SOVAC]사회적기업,	투자자를	만나다	공개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훈련생모집]금융,호텔,럭셔리	전문	미스터리쇼퍼	양성과정(10/6~10/22)
금형인력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취업대상자	참가	신청	및	추천	협조
{교육생	모집}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	모집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크루(서포터즈)	모집
[교육생모집]미디어리터러시	강사	양성과정
디지털	N잡러	직종설명회	개최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무의당학교사회적협동조합]	20기	무위당학교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한마음	온라인	특별판매전&라이브커머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	상담전화	개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https://dgse.kr:443/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1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9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8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0656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0548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4130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8829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8678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59422
https://www.50plus.or.kr/snc/detail.do?id=14531952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14499774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49971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47712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538399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503153
https://www.50plus.or.kr/sdm/detail.do?id=14557957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4533076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216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218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217
http://pns.or.kr/default/mp1/mp1_sub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73&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hamkke.org/archives/43285
http://hamkke.org/archives/43281
http://hamkke.org/archives/43278
http://hamkke.org/archives/43271
http://hamkke.org/archives/43263
http://hamkke.org/archives/43276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17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4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3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2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1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1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1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1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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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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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0NzAmc3RhcnRQYWdlPTAmbGlzdE5vPTU2O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jcmc3RhcnRQYWdlPTAmbGlzdE5vPTU2O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전남	마을기업,	부산	벡스코	제7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여

서울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3탄]	마을미디어	10주년	기념	마을공동체미디..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스토리텔링	공감프로젝트	참여	모집(2021.10.28)
직장생활	온앤오프(On&Off)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2021.10.27)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운영기관	모집(2021.11.02)
첨단	근생시설	공실	임대마케팅	및	모집공고(2021.11.05)
[설문]	당신의	직무	스택에	투표하세요!	(교육과정	수요조사)
TRADE	ON	온라인	세미나	:	수출을	잇-다,	Connect	on	(FTA	활용방안	및..
새싹(SeSAC)	SW교육	파트너(개인형	과정)	추가	모집	공고(2021.11.02)
새싹(SeSAC)	DT과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1.10.28)

서울일자리포털
[5060세대	취업교육]	신중년	인생2막을	준비하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7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6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9기
소양교육_디지털역량강화	줌(ZOOM)활용교육	5기
[2021년	마지막	청년	취업특강!!!11월9일](합격자	분석을	통한)	공/사기업	기출문제풀이(면접편)

직업교육_방역원교육	3기

Koica
[공지사항]2021	GKC	x	KOICA	커리어컨설팅데이	사전	수요조사	OPE

예술경영지원센터
제	3차	예술분야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해외	진출	공연예술단체	세제지원	현황조사	시행	안내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미술시장〉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온라인	결과공유회	개최	안내

서울우먼업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료생	UCC	공모전	장려상	수상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2021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기업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	서울시여성일자리박람회-	'이렇게	취업!'	#생활지원사
북부여성발전센터:북부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동부여성발전센터:[공지]	캐릭터	이모티콘	특강	안내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창업보육센터	2021년	하반기	신규입주기업	최종	선정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생	모집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	서울시여성일자리박람회	이렇게	진행됩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2021	북부새일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와	창업활용전략｣	교육	및	멘토링	참여자	모집
남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40기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제안공고(10/25)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	취업자간담회	참여자	모집(사무분야)
중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	서울시여성일자리박람회	현장면접(10.19.)-국가시험감독관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	온라인	사진	워크숍	<사진여행(Photo	Travel)>참여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21	정책카페]	<와츠	인	마이	용기>	'우-아한	파티'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서가	11월	<작업의	감>
[모집]	2021	인디뮤지션·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서울라이브	B-Side	실무강의(4)	:	음악	저작권과	저작권산업의	이해>	참여	신
청	안내

경기문화재단
GGCF	정책라운드테이블	<전환>	5회
경기도박물관	초상화그리기	대회	개최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131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8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761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5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4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68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67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6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6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56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5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5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5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5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3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6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6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150/378919/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73&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71&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68&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6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3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1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0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0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9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4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4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3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3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3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60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5225&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5213&cbIdx=988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artsedu_notice.do?bcIdx=125209&cbIdx=1019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eogyo_notice.do?bcIdx=125208&cbIdx=982
https://www.ggcf.kr/archives/142588
https://www.ggcf.kr/archives/142582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구인·구직	희망자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상담	희망자	모집
제주사회적경제기업	라이브	커머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	위드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2021년	부산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	개최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kt그룹희망나눔재단	“희망나눔인상”	(~10/23)
[군인권센터]	군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회복을	위한	ʻ마음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10/31)
[KACE서울]	무료지원/	마포	청소년·청년을	위한	양성평등연애학교	-	건강한	연애할까요?	-	참여자	모집(~11/12)
[세모람도서관]	<방콕에서	잠시	멈춤>	구희상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무료,	~10/28)
[서울하우징랩]	서울하우징랩	주거스쿨-주거중립성(10/4~11/1)
[전국귀농운동본부]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청년학교>	(10/6~11/10)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공고문
[언어문화NGO	조인어스코리아]	웹	IT	동아리	조인어스월드(JOINUS	WORLD)	1기	모집(~10/23)
NPO	운영전문가과정	참가자	모집_10/29(금)[선착순	마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온라인	NGO	시민	아카데미(10/18~11/5)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알파라운드	소셜	알파	인턴십	:	소셜섹터	협력기관	모집공고](~11/1)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한국환경사회학회-KEI-EEFARI	연구기획	오픈세미나②(~11/3)
[재단법인	동천]2021	NPO	운영전문가과정	참가자	모집_선착순	마감(10/29(금))
[세모람도서관]	<평화의	씨앗>	김성란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0/3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공지능,	문학/영화로	두드려보기	(10/19	외)
[별의별	도서관	프로젝트]	<일상	속	차별과	인종주의/능력주의>	워크북	무료	신청	(~10/20)
2022년	협동조합	총회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교육
사회적경제조직	디자인	컨설팅	지원(2차)	모집	공고
제19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노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가	신청
기획자의	산책
NPO	운영전문가과정	참가자	모집
[NPO	상담소]	11월	상담소	신청	접수
[(사)함께만드는세상]	'내	지갑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금융교육	참가자	모집	홍보	요청(~10/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V클럽	4회	-마음돌봄	편-	에	초대합니다!	(10/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활동가	시국회의	(10/20)
[세모람도서관]	<컬러는	나를	알고	있다>	진미선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10)
[세모람도서관]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권호천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11)
[세모람도서관]	<과학이슈	하이라이트:	미래로봇>	전승민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9)
[세모람도서관]	<애프터코로나	비지니스	4.0>	선원규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8)
[세모람도서관]	<나의	팬데믹	일기>	박상현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4)
[세모람도서관]성소라	저자와의	만남	(~11/2)
[세모람도서관]	<내가	만든	약이	세상을	구한다면>	송은호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1)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참가자	모집(~11/16)
[이로]	[2021	아시아	사회혁신	국제포럼]	공존하는	지구	-	참가자	모집	(10/20-11/3	매주	수요일	개최)
[Route330	ICT]	10월	SDGs랩	스타트업	여성들에게	왜	커뮤니티가	필요할까?(10/28)
[도서출판	갈무리]	『도둑이야!	―	공통장,	인클로저	그리고	저항』	책	소개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마련	공론장(10/19)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200&code=sky_net_news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199&code=sky_net_news
https://jejuhub.org/user/news/support/detail?id=263
https://www.si.re.kr/node/65202
https://www.si.re.kr/node/65198
https://www.si.re.kr/node/65197
https://www.busan50plus.or.kr/notice/news/view?ui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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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po&wr_id=63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4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1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0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6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1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94&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8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7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7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7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83&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81&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11&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0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0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0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7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4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2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2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25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16기	참가인턴	모집(10/18~11/14)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16기	참가단체	모집(10/11~11/07)
[코이카	이노포트]	청년을	위한	토크콘서트	ʻ제1차	챌린저스데이’가	열립니다~!(10/22)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촉구	서명	(~10/25)
소셜	취업	플러스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청년,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다.
[KT크리에이터팩토리센터]	Creator	K	비즈니스	과정	2기	교육생	모집
알파라운드	소셜	알파	인턴십	“소셜섹터	협력기관”	모집	공고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공공조달	1:1	상담회	참가기관	모집공고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사회적경제분야)	채용공고(10.25~10.27)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10.19)
[아름다운가게]	2021년	4분기	아름다운가게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10/31)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청년	채용박람회	운영	용역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채용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담인력	채용	공고(~10...

서울마을공동체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자치지원관	1명	채용	공고

서울산업진흥원
SBA	하반기	시설서비스직	채용	공고

Koica
[사전	공고]	2021년	2차	5급(초급)	및	4급	전문가	모집	계획
KOICA	인사·교육팀	일용직	모집
베트남	내	국제수준의	신뢰받는	국가방제	대비·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	방제행정
KOICA	평가자료	분석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4급	및	초급(5급)	전문가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해외파견	인력	Project	Action	Officer(PAO)	채용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	유전자	데이터	은행	설립	및	역량	강화사업	기획조사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중소기업-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	사례조사	및	과제	발굴	4급	전
카메룬	전자정부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나이지리아	벤치마팅	연수	설계·이행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구역	관리역량	강화사업	예비조사	전
KOICA·GCF	신규사업	발굴체계	및	수탁사업	관리체계	조사	연구	전문가	모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타라타시	농업유전자은행	및	부속연구소	구축을	통한	농업유전자원	보존	역
2022년도	르완다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	사업	심층기획조사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공공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기획조사	전문가	공모

서울우먼업
서부여성발전센터:[채용]	서부여성발전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신중년	박물관	도슨트>	6차	채용	공고(긴급)

서울NPO지원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10/31)
[채용공고]	빅이슈코리아	온라인	MD	(경력/신입)	0명	~(10/25)
[채용공고]	빅이슈코리아	모금/후원	브랜드	마케터(경력/신입)	0명	(~10/25)
[도봉구마을사경센터	자치팀]	동자치지원관	채용공고(~10/27)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채용공고(~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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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게더]	경영지원팀	팀원	채용	(~10/28)
[사단법인	행복공장]	기획.홍보	정규직	채용	(~10.29)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	프로젝트매니저,	모금사업분야	계약직	채용공고(~10/21)

행사/캠페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벤트]	(그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제보를	받습니다
[이벤트]	사회적경제	소식통♥	뉴스레터&카톡플친	구독하고	커피타임	즐기세요(~10/21,22)
협동조합	업무담당	중앙부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안내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프로그램북

서울시50+패밀리
[남부]50+인생,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50+맞춤	K-MOOC	콘텐츠	모니터링단	발대식」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
[서울시NPO지원센터]	2021	NPO	파트너	페어(10.25~29)
[서울도서관]	2021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강서50플러스센터	유튜브채널	구독	이벤트	안내(10.18~10.28)
[양천][양천50플러스센터	틀린그림찾기이벤트]

함께일하는재단
포스트코로나시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포럼	ʻ내일을	위한	내	일’성료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공동	온라인세션	성황리	개최

서울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시	말하다]	포럼	2회차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역화에	따른	포럼	시리즈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포럼(4차)」

서울우먼업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2021	취업자간담회	(노무관련	고민챙김)

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예술교육실천가포럼>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

서울연구원
[제12회	아시아미래포럼]	2일차	세션3.	산업환경과	구조	변화:	전환과	재편	사이
[1인가구	정책	포럼]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서울NPO지원센터
[npo도구상점	워크숍]	단체의	온라인	행사를	남다르게	만드는	비밀,	으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1	정의로운전환포럼	3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정책	방향>	(10/22)
[옥희살롱]	"미래를	돌보기"	:	노인요양을	함께	생각하는	시민포럼	(10/29)
[참여연대]	캠페인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은	부당해!	(~10/25)
[참여연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소비참기	챌린지	#제로플렉스	#나의애착유물	(~10/31)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반드시	필요할까
시대적	과제	앞에,협치의	공론장을	열어라
땅에	귀를	대고,	흐르는	물소리	듣기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	7팀이	선보이는	7개의	릴레이	전시,	<새로운	일상>(4.5.~10.22.)
[예술교육팀]	<2021	서울예술교육랩	ʻ질문의	진화’>	개최(9.14.~11.17.)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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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기요금도	생활패턴에	맞게!	서울시	'시간별	요금제'	시범사업
사색의	계절	가을맞이	이행시	백일장	이벤트
서울시,	'22년	공원	환경정비원	30명	채용에	체력인증제	확대	시행
서울시,	남산ʻ아는	만큼	보여요’자연	생태	전시회	개최
서울관광	발전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2021	서울관광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뻔한	건	싫다	!	전	세계	MZ세대	호기심	자극하는	'서울한류	랜선투어'
제3회	일생활균형	박람회	개최
서울시,	우수	물기업	온라인채용관	운영

아무튼	취업!	서울시,	인사담당자와	취업고민,	이직상담	라이브	특강
플리마켓	서울(배화여대	캠퍼스타운)
서울시-한국섬유산업연합회,	패션생태계	경쟁력	강화	위해	힘	모은다
보라매	등	6개	공원,	한달간	공원사진사	사진전	운영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대학·대학원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연	개설
서울시,	신진미술인	작품	일상공간으로	찾아가는	<모두에게	멋진날들>
비대면으로	즐기는	유아숲축제(숲놀)	놀러오세요
천호공원	사계축제	'가을소풍'	개최

경기뉴스
[색다른	경기	여행①]	ʻ억새	만끽’	가을	여행지의정부	도봉산	둘레길부터	포천	명성산까지	가을명소	소개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8가지탄산음료	소화설부터	단	음식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까지	건강정보	펙트체크
[카드뉴스]	1만보	걷기	vs	10분	빠르게	걷기…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경기	천년	고찰⑥]	포천	왕산사
첨단기술로	ʻ안전한	공공버스’	만든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반려견	야외쉼터,	우리동네	하천	어디에	설치할까요?‥24일까지	의견수렴
다양한	콘텐츠를	한눈에…2021	문화기술전람회	개최
19일	ʻ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	개최…온라인	비대면	진행
ʻ2021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	뜨거운	호응	속	마무리
방치된	빈집,	공익공간으로	변신
경기도,	ʻ올해의	모범·상생	아파트’	9개	단지	선정
ʻ정으로	물드는	뜰’	가득한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온라인으로	만나요!

색다른	체험	가득한	경기도	골목	여행지	7곳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9월	고용동향

라이프인
부산	9개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11.7억	조성
'기업·정부·사회적경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삼박자
인천	사회적기업	성장	돕는	'소셜캠퍼스	온'	개소
[지구를	위한	행동]	'그린	인플루언서'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선한	영향력
성균관대	사회혁신	창업교육연구단,	디지털	전환의	대전환	개최
한국사회주택협회-민달팽이유니온,	'청년	주거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
강원피스투어,	'힐링칠링	강원	로컬여행'	크라우드	펀딩	오픈
협동조합을	통한	인생	2막,	산림의	가치를	창출하다
[생활수첩]	오늘부터	무해하게
경북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레마앙상블·청년온더경북	우수	공동체	선정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기업협동조합	대상	'R&D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NO플라스틱	캠페인	동참
KOICA	이노포트,	'제1차	챌린저스데이: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	토크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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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의	치매	대응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나서
"3제로·디지털	변혁·ESG"…전환의	시대,	사회적경제가	주목해야	할	요소들
단단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씨티銀-신나는조합,	'2021	한국사회적기업상'	공모
"여행이	세상을	바꿀까?"…공정관광,	여행과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다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소셜팝업	개최
사회적가치	나눔	FESTIVAL	'사회적경제	in	FOREST'	개최

중랑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박람회	개최
서울시민의	생활문제는	사회적경제가	해결한다!
함께	그리고	직접	만든다,	사회연대신협은	무엇이	특별할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용담2동연합청년회,	마을통합돌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진행
경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LG·경북	사회적경제	페스타'
연대의	혁신,	사회혁신에도	'깐부'가	필요하다

이로운넷
강원피스투어,	양구·춘천	연계	로컬투어상품	크라우드	펀딩	오픈
광주지속가능발전협,	ʻ내	삶을	바꾸는	챌린지	활동경진대회’	개최
"GSEF	의장도시	벗었지만	아시아	연결	구심점	될	것"
FAO	한국협회,	ʻ2021	세계	식량의	날	기념	포스터·슬로건	공모전’	개최
MG희망나눔	소셜성장	지원사업,	지원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포럼	개최
“3℃	상승하면,	세계	50개	도시,	8억명	주거지	침수”
“사회적기업	성과	증명,	시민	소비·정부	지원	끌어낼	수	있어”
[특별기고]	생활	협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	공제
투자자	한	번에	사로잡는	IR	준비는	이렇게!
부천	아이쿱,	시	전역에	종이팩	물	50만개	배포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완전	비건	ʻ캐슈쿠키’	출시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이	기아	위험에	직면할	것”	경고
“사회적기업,	공동체성	회복으로	대전환의	시대	사회문제	해결	가능”
“장례식,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부암동,	구기동..	자문밖	일대	'힙'한	문화	공간이	궁금하다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회공헌	우수사례	찾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	지역활성화	위한	공정관광	키워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환경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관광	실현”
서울	협동조합	비즈니스	포럼	'Biz-On'	오는	28일	개최
충북	괴산지역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소비자와	사회적경제를	잇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착한	소비터'
강원사경센터,	데이터	마케팅	입문과정	교육생	모집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ㆍ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시행	공고(기술자료	임치제도)[~2021-10-29]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모집	공고[~2021-10-29]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	3차	모집	공고[~2021-10-29]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2021-10-22]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0-29]
202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2021-10-25]
2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	공고[~2021-10-21]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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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	공고[~2021-10-29]
여성기업	제품	공무원복지몰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0-20]
4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30]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개최	공고[~2021-10-29]
환경성적표지ㆍ저탄소인증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2021-11-16]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2021-10-29]
10월	소상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10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안내	공고[~2021-10-22]
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1-11-26]
공공기관	합동	구매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22]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1-11-01]
2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11-09]

고용노동부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원사업)[~2021-10-29]
제8회	연대와	협력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	공고[~2021-10-25]
2차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신규기관	모집	공고[~2021-11-02]

보건복지부
3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1-10-26]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3차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2021-11-05]
2022년	Arab	Health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2]

산업통상자원부
3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11-01]
202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RSAC	2022)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2]
파키스탄	카라치	소비재	전시회[ICPF]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1]
유럽	뷰티미팅스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2021-10-26]
2022년	이태리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30]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전시회	(MWC	2022)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2]
2차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0-2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	산업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0]
서비스	온라인	상설전시관	연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2021-10-22]
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11]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1-18]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지원서비스	지원사업	공고[~2021-10-20]
대만	타이베이	국제	스마트에너지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업체	모집	공고[~2021-10-20]
2022년	UAE	두바이	피부	미용	박람회	한국관	참기기업	모집	공고[~2021-10-29]
스웨덴	말뫼	스칸디나비아	내츄럴	헬스ㆍ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22]
4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업	선정	공고[~2021-11-02]
제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0-29]
2022년	독일	쾰른	하드웨어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12]
원전산업수출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0-28]
2022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바이오융합)	전략	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공고[~2022-02-10]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생태계	구축사업	빅데이터	기반	애로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2021-10-20]
2022년	미국	댈러스	파워젠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발전기자재)	모집	공고[~2021-10-22]
터키	이스탄불	국제	플라스틱전시회(PLAST	EURASI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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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9]
중국	상하이	창업	투자	프랜차이즈	전시회	한국관	참가	기업	모집	공고[~2021-10-25]
K콘텐츠	활용	마케팅	지원프로그램	모집	공고[~2021-10-22]
4차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참여기업	통합모집	공고(해외시범설치	전략	수립	및	해외시범설치)[~2021-10-20]
자동차ㆍ항공분야	패키지지원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2021-1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2021-10-31]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2021-10-29]
가명정보활용	무상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3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지역특화	분야)	재공고[~2021-10-20]
하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공고[~2021-11-05]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ㆍ공모전	공고[~2021-11-12]
하반기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연장	안내[~2021-10-20]
데이터	대상	시상	계획	공고[~2021-11-11]
연구개발특구	ESG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11-02]

문화체육관광부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공고(출판ㆍ수출	에이전시	대상)[~2021-10-31]
4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2021-10-30]
스포츠	실무맞춤	스타트업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스포츠	산업분야	인력양성	교육)[~2021-10-20]
실감콘텐츠	대기업	협력사업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사업	재공고[~2021-10-27]

환경부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29]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2021-10-22]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업무유공	포상	안내	공고[~2021-10-27]
한-중	환경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0]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기술임치ㆍ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2021-10-25]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2021-11-0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10-31]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29]
농산물	직거래장터(테마형)	지원사업	공고[~2021-10-25]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공고[~2021-10-29]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11-12]

특허청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1-11-04]
1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기업	선정	공고[~2021-10-28]

조달청
4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2021-10-31]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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