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제21-72호	(10.26)

	뉴스레터	구독

입찰/공모/지원사업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2021	ICA	교육	및	세계협동조합대회	참가	지원	사업」	참가자	선정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50+패밀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10.20	~	10.31)
[재단][입찰공고]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모두의	식당'	사용·수익허가

신나는조합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모집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시장	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0.28)	..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상표	디자인(CI/BI)	개발	지원	사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비즈플러스」	지원사업	선정결과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개최(2021.11.10)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본선심사	결과발표
XR	기기	및	서비스	제작·실증	지원사업	도시실증형	참여기업	모집(~11/03)
직장쉼표-서울	중소기업	EAP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2021.10.27까지,	선착순..

Koica
개도국과의	연구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위기	대응방안	연구사업	공모	공고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아카데미	파트너	사업설명회	개최
2022년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TS)	공모	서면심사	결과	안내
2022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만성재난지원사업	공모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ʻ상상만개’	기획․운영	입찰	공고
일상을	밝힐	아이디어	제안	공모	'반짝이는	예술생각'	청소년	부문	모집	연장	안내

서울문화재단
2022년	서울무용센터-K3안무센터	안무가	교류	프로그램	참여	안무가	공모(~11/11)
[공모결과]	2021년	예술청	창작소	「예술인이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가지가지	활동」	공모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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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NPO지원센터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32&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561493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4589151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214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4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20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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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0ODImc3RhcnRQYWdlPTAmbGlzdE5vPTU3M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zkmc3RhcnRQYWdlPTAmbGlzdE5vPTU3M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zgmc3RhcnRQYWdlPTAmbGlzdE5vPTU3M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Nzcmc3RhcnRQYWdlPTAmbGlzdE5vPTU3M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1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5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87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990/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988/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944/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7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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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ID0053790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dance_notice.do?bcIdx=125202&cbIdx=98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5250&cbIdx=955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637


[한국방정환재단]	2022	인권달력	제작을	위한	어린이그림	공모전	(~11/9)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2021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	(~11/10)
제1회	탄소중립	실천모임	우수사례	공모전
[예술경영지원센터･팬임팩트코리아]	문화예술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공모전(~11/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2년	전기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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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소셜브릿지	데이	안내	(신청마감~10/26(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전남)	입주기업	선정심사	결과	공고

COOP협동조합
협동조합	홍보	포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10.31.)
e-store36.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10.31.)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X11번가	온라인	기획전(~11.14)
ʻ사회적	경제	조직’과	ʻ예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서비스	(~11.22)
사회투자기금	하반기	자금수요	설문조사	(~10.27)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X	11번가	최대30%	할인특가	기획전	진행(~10.31)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이버쇼핑	쇼핑라이브	추가모집공고	(~11/05)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선배기업	멘토양성과정(하반기)모집	(~10/27)
9기	KCDC협동조합	경영전문가	과정	모집(~11/5)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서부발전(주)-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제3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

대전사회적경제
세상만사	조합원	만남의	날	안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광주역」참가자	모집	공고
[신나는조합]	2021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11.14)
10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프로보노]	세무,	회계,	법무,	노무	전문가와	함께	기업	경영	역량	UP하세요
하반기	협동조합	경영공시	및	총회	교육	개최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2년	1~2월	운영	시민제안	교육과정	콘텐츠	공모(~10.29)
[서울일자리센터]	5060	온라인	취업교육(~11.1)
[서초]2022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	2021.10.29	(금)
[남부]「공유사무실	참여(입주)기업	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및	협약	안내
[서부][하반기	캠퍼스	공유사무실	참여(입주)기업	모집]	최종합격자	발표	및	협약	안내
성북구	『우리동네돌봄단』	10차	추가모집	합격자	공고
[성북][지역사회혁신사업]	AI치매돌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서천군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체험	팸투어	참가자	모집(~10.31)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취업	교육	강사(콘텐츠)	모집(~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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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95&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6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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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94&seq_no=24668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6707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37
http://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536
https://sehub.net/archives/2070650
https://sehub.net/archives/2070398
https://sehub.net/archives/2070914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30&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209
http://bsec.or.kr/board_JkIH72/18041
http://bsec.or.kr/board_VfTS43/18078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873
http://sesang-mansa.kr/app/board/view?md_id=notice&code=1288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40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38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36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34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32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3_02_01&wr_id=93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4130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86781
https://www.50plus.or.kr/sch/detail.do?id=1453307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1905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3262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1997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1322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580435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579136


[지혜의	밭]	지혜로운	은퇴생활!	내비춤	참가자	모집(~11.12)
[서부][위드코로나	특강]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노원]보이스투맨2기	오디오북	제작발표회
[노원]2021년	10/21(목)~22(금)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현장	!!
[노원]우리	마을	여행	해설사	수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원]드론	비행&촬영	체험하기!	강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원]스마트폰	왕기초	개강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원]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당현천	플로깅	3차!!!
[노원][노원50플러스센터	뉴스레터	2021년	10월]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노원교육복지재단	뉴스레터	꿈꾸는	마을,	노원	발행	(2021년	10월호)
[동작]2021년	동작50플러스센터	입주사업단(코워킹스페이스)	모집공고
[강서][강서50플러스센터]	3기(11월)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강동50플러스센터	「강동50+커뮤니티」	신청	모집	안내

신나는조합
문화재형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상	모집	공고

사람과세상
[SE]	2021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발표]	한국지역난방공사	5060	그린체인지메이커	인턴십	합격자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21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공고
[교육생	모집]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자	모집
'22년	1월	입주	여성능력개발본부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신규	입주사	모집(2개사)
[면접공지]	SNS이모티콘디자이너양성과정(2차)
제2차	중장년일자리박람회	(온.오프라인)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무의당학교사회적협동조합]	20기	무위당학교
[인재육성]「2021년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금융	코디네이터	전문가	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2021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경영기초컨설팅	참여기업	3차	선정	공고
[마을기업팀]	2021	마을기업	HACCP	기본교육(2회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도일자리재단]	2021	강원여성	일자리·이야기	한마당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연계협력방안
[사단법인	무위당사람들]	무위당	잠언·탁본	展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2021년	9기	KCDC협동조합	경영전문가과정	모집
「2021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	행사」	김장상품특별판매전	참여기업	선정	공고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회	대구경북	소셜벤처	ON페어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	기부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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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싹(SeSAC)	SW교육	파트너(개인형	과정)	추가	모집	공고(2021.11.02)
새싹(SeSAC)	DT과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1.10.28)
재직자	취향기반	커뮤니티	지원사업(직장생활	온앤오프	프로그램)	참여	재직자	모집(2021...
마플	유인동	CTO와	함깨하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	코딩(2021.11.29)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578801
https://www.50plus.or.kr/swc/detail.do?id=14585311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3937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32437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14500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14307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11034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58816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60004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589296
https://www.50plus.or.kr/djc/detail.do?id=14640233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4633611
https://www.50plus.or.kr/gdc/detail.do?id=1464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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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sub=0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id=23
http://hamkke.org/archives/43313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7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7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6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6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36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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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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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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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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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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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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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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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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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sca=%25EA%25B3%25B5%25EC%25A7%2580%25EC%2582%25AC%25ED%2595%25AD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ODEmc3RhcnRQYWdlPTAmbGlzdE5vPTU3My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4&wr_i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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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06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5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83


TRADE	WEEK	신제품	런칭쇼	참가기업	모집(2021.11.05)
비즈크리에이터단	입주기업	선정결과	공지
제조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인사이트	스쿨	(웨비나)
11월	크포	스타터	스쿨(온라인)	교육생	모집(2021.11.14)
대기업(오비맥주)	협력	프로그램	『오비맥주	x	SEOUL	START-UP	MEET-UP	』..
제6회	인디게임	패스트트랙(개발지원)	최종	발표(PT)심사	결과	발표

서울일자리포털
[5060세대	취업교육]	신중년	인생2막을	준비하자!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6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2021년	마지막	청년	취업특강!!!11월9일](합격자	분석을	통한)	공/사기업	기출문제풀이(면접편)

직업교육_방역원교육	3기
소양교육_취업설계교육	2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8기
[미래JOB학교]_	생활지원사	양성	과정	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7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NGO나눔소통	전문가	양성	과정(펀드레이저,	모금전문가)	교육	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방역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Koica
캄보디아	청소년센터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우간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도미니카공화국	미성년	임신방지	프로젝트	봉사단	모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수자	대상	세미나	개최

서울우먼업
[모집]	2021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공지]	11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2021년	구직자대상『힐링타임_식물테라피』개최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사업	취업자간담회	참여자	모집(돌봄분야)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신입직원	성장	Build-up	무료	특강	수강생	모집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11월	무료특강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_언택트	시대	ZOOM	활용법]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2021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	메타버스	체험
북부여성발전센터:[모집]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창업기본	교육
동부여성발전센터:[공지]	2021년	11월	생활체육(수영/헬스)교실	운영	안내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특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분석으로	배우는	자기이해&공감소통법)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국비무료]취업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육생모집

서울문화재단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X	GS	SHOP	성과공유전시	“그리고	라이브(And	Live)”	개최
[대관안내]	2021년	서교예술실험센터	11월	세미나실	수시대관	안내
[모집]	2021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	클로징	퍼포먼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선착순	마감)
[모집]	비보잉	예술놀이교육	<프리즌	브레이크>	참여자	모집(~11/3	17:00,	선착순	모집)
[모집]	2021	인디뮤지션·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서울라이브	B-Side	실무강의(5)	:	음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회계	및	세무	기
초>	참여	신청	안내
[서울예술교육센터]	2021	감정서가	대화의	감	토크	#2	<자기	돌봄은	이토록	어려운가?	-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삼일로창고극장	기획프로그램	<창고개방>	「24시간연극제」	참여자	공개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술세미나	<숲과	생태를	위한	어린이	콘텐츠>	개최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경연대회	<방구석스타>	모집	공고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서류심의	합격	단체	발표	및	인터뷰심의	안내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8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80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9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1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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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225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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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99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995/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8994/artclView.do
https://www.arte.or.kr/information/notice/Notice_BoardView.do?board_id=BRD_ID005378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76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80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82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80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7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78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7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7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74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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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의	영화	산책,	＜2021	경기평화광장	자동차	극장＞	관람안내
경기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영감(Young感)님들의	2021	청년관>	온라인	VR전시장	개최	안내
아트경기	미술장터	《신장동	할로윈	아트	마켓》	개최안내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모]김장대전	가치사는	경남마켓	농협	특판전	참여기업	모집	(~10.	31)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토론	토너먼트'	열어	우수	아이디어	시	정책으로
서울연구원	「위드	코로나시대,	서울의	도시전망」	세미나,	시민생활	변화	진단과	ʻ과감한	공간	개편’	제안
첨단기술	보조장비	활용한	서울시	복지서비스	고도화	실현방안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3학기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공고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설계교육(인형극공연단양성과정)	개강식	및	1강	진행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제8기	복지실천가	철학아카데미(10/6~11/24,	매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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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티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	내	마음	속	작은	숲	가꾸기	2기	모집(10/01~11/12)
[서울하우징랩]	서울하우징랩	주거스쿨-주거중립성(10/4~11/1)
[전국귀농운동본부]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청년학교>	(1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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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협동조합	총회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19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노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참가	신청
NPO	운영전문가과정	참가자	모집
[(사)함께만드는세상]	'내	지갑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금융교육	참가자	모집	홍보	요청(~10/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V클럽	4회	-마음돌봄	편-	에	초대합니다!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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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e330	ICT]	10월	SDGs랩	스타트업	여성들에게	왜	커뮤니티가	필요할까?(10/28)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16기	참가인턴	모집(10/18~11/14)
[씨티-경희대NGO인턴십	프로그램]16기	참가단체	모집(1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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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취업	플러스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청년,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다.
알파라운드	소셜	알파	인턴십	“소셜섹터	협력기관”	모집	공고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공공조달	1:1	상담회	참가기관	모집공고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사건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12/15)
체인지메이커아카데미-무한상상공장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비영리단체	방역물품	지원신청	2차접수	(15만원	상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모금	활동가를	찾습니다!	(11/14	마감)
[참여연대아카데미]	제로웨이스트로	산다는	것은...(11/9)
[통일과나눔X프로젝트네임리스]	통일NPO	실무자	역량강화	스쿨	<임팩트유	시즌4>	참가자	모집(~10/28)
(사)굿파머스	우간다	사업소	FM,	FO,	PAO	모집(~11/14)
[온라인]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	예산	감시학교(11/1~)
[꽃다운친구들]	청소년	갭이어	꽃다운친구들	7기	모집!	(~11/7)
[조인어스코리아]	조인어스월드	1기	웹IT자원봉사자	모집	(~10/30)
청년주거컨퍼런스	10.28.(목)~30.(토)	[사전신청~	10.27.수	18:00]
[발전대안	피다]	더	오래,	더	즐겁게:	개발협력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이야기	(10/28~29)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알바를	위한	노동법(근로계약서편)	특강	안내(~10/28)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취업스킬	튜토리얼	참가자	모집(~11/28)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	아프리카클래스	스와힐리어	온라인과정	11월반	모집(~11/10)
[전국귀농운동본부]	내	손으로	만드는	햄,	소시지(11/6,	11/7)
[민주주의	서울]	'어르신들이	맘껏	일하실	수	있는	서울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10/26)
[동물권행동카라]	온라인	스페셜	토크	'	영화감독과	동물'	(10/27)
[KACE서울]	무료지원	/	'내가	직접	입어보는	K-한복'	참가자	모집	(~11/19)
[재단법인	동천]2021NPO운영전문가과정	무료	교육(10/29)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사회적경제분야)	채용공고(10.25~10.27)
[아름다운가게]	2021년	4분기	아름다운가게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10/31)
[함께일하는재단]	채용	공고(~11.3)

서울시50+패밀리
[노원][긴급]	노원50+센터	직원	채용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채용	공고[회계.사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청년	채용박람회	운영	용역

Koica
[사전	공고]	2021년	2차	5급(초급)	및	4급	전문가	모집	계획
KOICA	인사·교육팀	일용직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해외파견	인력	Project	Action	Officer(PAO)	채용
(전문가	공모	기간연장)	르완다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사업
도미니카공화국	조혼	및	여성대상폭력	예방을	통한	성평등	증진사업(UNICEF)	기획조사	전

하반기	시민사회협력실	초급전문가	모집	공고
사업데이터	수집·분석	및	국가지원계획	개정안	검토업무	보조	초급(5급)	전문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개방형직위(경기도박물관장)	공개모집	재공고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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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중간관리자	채용	공고

서울NPO지원센터
[도봉구마을사경센터	자치팀]	동자치지원관	채용공고(~10/27)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채용공고(~10/29)
[월드투게더]	경영지원팀	팀원	채용	(~10/28)
[사단법인	행복공장]	기획.홍보	정규직	채용	(~10.29)
[4.16연대]	사무처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11/5)
[컨선월드와이드]	마케팅부	후원개발팀	채용	(채용	시	마감)
[재공고,	~10/31]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회혁신기업	로모]	회계재무	매니저	채용(~채용시)
[진각복지재단]	국내․외	노인특화사업(KOICA	PM담당)채용(~10/27,긴급)

행사/캠페인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11.18)
[서울환경연합]	서울,	도시농업의	길을	묻다"	토론회(11.4	외)
[서울특별시집수리지원센터]	<걱정	말아요,	집수리>	전시	개최(10.21.~30.)

Koica
사이언스버스킹	쇼케이스「사이플렉스(SCIFLEX)」상영	안내

서울문화재단
[행사안내]	시민청	바스락콘서트	공연	‒	엘	까미니또	<댄서와	함께하는	융합콘서트	:	탱고웨이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돌봄의재구성	오픈포럼2

서울연구원
[정책토론회]	서울시의회	30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제1회	서울시	공공(좋은)개발	포럼
[학술행사자료집]	1인가구	정책	포럼	: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학술행사자료집]	개원	29주년	기념세미나	:	위드코로나	시대,	서울의	도시	전망

서울NPO지원센터
[옥희살롱]	"미래를	돌보기"	:	노인요양을	함께	생각하는	시민포럼	(10/29)
[참여연대]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소비참기	챌린지	#제로플렉스	#나의애착유물	(~10/31)
[NPO정보지식포럼]	2차	포럼(11/2)	신청	접수	#기후위기
제3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11/16(화)	연세대	백양누리)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민부터	행정까지,마음을	얻고	스며들기
끄트머리에서	꽃피는문화예술교육을	상상하다
지역의	이슈를	담아,	편지를	띄운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변화의	모멘텀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반려공예>․<룸앤모어>	개최(11.5.~13.)
[삼일로창고극장]	기획사업	'창고개방'	개최(11.5.~21.)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젝트	결과공유회	<링킹(LINK-ING)>	개최(10.16.~12.1.)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획전시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ʻ파레이돌리아’>(10.14.~11.3.)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	결과	공유	전시(10.8.~11.6.)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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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ʻ유니버설디자인	필요해’	SNS	릴레이	수어	챌린지	캠페인
(11월11일	강연)플랫폼의	생각법	2.0	:이승훈	저자	강연
(8회프로그램)	디자인	씽킹으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사회:시민프로그램
서울공예박물관,	박물관	체험교구	개발…	무료대여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	맞이	“건·행·잡(건강잡고	행운잡고)	힐링탐방”
<2021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11.30)
서울대공원,	ʻ사육사가	직접	찍은’	열대조류	랜선	사진전	개최
서울	곳곳	동네	서점,	다채로운	문화행사	풍성	<2021	서울서점주간>

경기뉴스
[경기	천년	고찰⑦]	양평	용문사문화의	향기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높은	천년고찰
[카드뉴스]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8가지
경기도	산학협력지원으로	항공대,	비접촉식	엘리베이터	버튼	센서	세계	최초	개발
경기도	가구,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	ʻKOFURN’에서	만나세요!
“게임으로	힐링하는	가족	캠프	떠나볼까?”

통계청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라이프인
부산	9개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11.7억	조성
'서울은	감탄해'	서울시	탄소중립	캠페인	시작
협동조합	집밥셰프,	'한화시스템과	함께하는	도시락	나눔'	진행
부평구,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인문클래스	수강생	모집
부산	금정구	'사회적경제	금정대학'	수강생	모집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서울국제불교박람회	내달	11일~14일	개최
방치됐던	폐가가	마을	사랑방으로…중랑구,	빈집	활용해	주민편의공간	'보담이네'	조성
협동조합⼈,	세계협동조합대회	기념	예금	참여하세요!
고기	먹을	때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한다고?
한신대	사회적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설,	2022년도	신입생	모집
플라스틱	프리	페어,	대중교통	타고	오세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평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간]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스티글리츠,	"녹색	전환,	기후위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카페·식당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로운넷
세상을	바꿀	ʻ멋진	할머니’들을	응원해	주세요
1인	가구	증가하는데	장례식은	그대로?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에	ʻ메타버스’를	더했더니
[이로운	BOOK촌]	ESG	시대,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위한	경영전략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부·시민	참여가	핵심”
루트에너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수주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	4기	새	출발..	10억원	지원
광주시,	사회적경제	장터	ʻ같이	PLUS	가치	더하기’	운영
미래세대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학술대회	열려
다음세대재단,	2021	비영리	컨퍼런스	체인지온	11월	26일	개최
오롯-한국공항공사,	배리어프리	영화	온라인	상영회·소감	공유회	연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가게,	환경과	나눔	의미	살펴보는	ʻ뷰티풀	플로깅’	진행
놀이나무,	여운형	스피치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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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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0-29]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2021-10-29]
신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지역(강원,	경북,	제주)	14기	교육생	모집	공고[~2021-10-29]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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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1-11-26]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2021-11-01]
2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방형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11-09]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2021-11-12]
2차	신용보증기금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2021-10-29]
2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단계	시행계획	공고[~2021-11-11]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장애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치료비	지원	공고[~2021-10-27]
코스콤과	함께하는	장애인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2021-11-01]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11-05]
한국석유공사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12]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추가	모집	공고(삼성)[~2021-11-12]
INNOBIZ	DAY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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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3차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2021-11-05]
디지털헬스케어	로드쇼	참가기관(기업)	모집	공고[~2021-10-28]
스마트	케어(돌봄ㆍ의료)	서비스	모델	실증	시범사업	수행	기관	모집	2차	재공고[~2021-11-05]

산업통상자원부
3차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	시행계획	공고[~2021-11-01]
파키스탄	카라치	소비재	전시회[ICPF]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1]
2022년	이태리	볼로냐	Cosmoprof	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30]
2차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0-28]
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11]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1-18]
2022년	UAE	두바이	피부	미용	박람회	한국관	참기기업	모집	공고[~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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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이스탄불	국제	플라스틱전시회(PLAST	EURASIA)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2021-10-27]
베트남	하노이	뷰티케어	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9]
대만	타이베이	국제	스마트에너지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업체	모집	수정	공고[~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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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말뫼	스칸디나비아	내츄럴	헬스ㆍ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3차	추가모집	공고[~2021-10-28]
베이징국제의류전시회	온ㆍ오프라인	사업	참가	모집	공고[~2021-10-29]
2022년	이태리	밀라노	광학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5]
Japan	IT	Week	Online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29]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3]
2022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R+T	차양	전문	전시회	한국관	업체	모집	공고[~2021-11-05]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재공고[~2021-10-28]
2022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2021-12-22]
일본	도쿄	의약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3]

일본	후쿠오카	온라인	식품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0-29]
중국	상하이	국제	뷰티	화장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31]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소재업종	패키지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12]
뷰티	스페이스(Beauty	Space)	온라인	전시회	한국관	참기기업	모집	공고[~2021-10-27]
인도	뉴델리	건축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4차	추가모집	공고[~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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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	공고[~2021-11-05]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ㆍ공모전	공고[~2021-11-12]
데이터	대상	시상	계획	공고[~2021-11-11]
연구개발특구	ESG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집	공고[~2021-11-02]
6차	대기업ㆍ기금사	대상	비대면	기업홍보	지원(비대면IR)	공고(코로나19	대응)[~2021-11-04]
1차	AI	진단ㆍ컨설팅	및	파일럿	제작	참여기업	모집	공고(특성화기업	역량강화	지원)[~2021-11-05]
SW품질혁신	대상	공모	안내[~2021-10-28]
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	공고[~2021-11-19]
한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창업아이템	검증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2021-11-07]
청년기업인상	포상	신청	공고[~2021-11-10]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	신규과제	3차	재공모[~2021-10-28]
2022년	중소기업	우수회원	선정계획	공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2021-11-30]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지역특화	분야)	수정	공고[~2021-10-27]

문화체육관광부
수출전문인력	취업지원	공고(출판ㆍ수출	에이전시	대상)[~2021-10-31]
4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2021-10-30]
실감콘텐츠	대기업	협력사업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사업	재공고[~2021-10-27]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3차	모집	공고[~2021-12-08]
3차	예술분야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02]
3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코로나19	대응)[~2021-11-05]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2021-11-05]

환경부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0-29]
환경신기술	개발	및	보급촉진	업무유공	포상	안내	공고[~2021-10-27]

국토교통부
제6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모집	공고[~2021-11-08]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공로탑	모집	공고[~2021-11-19]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모집	공고[~2021-11-19]
수산물	수출	유공(장관표창)	모집	공고[~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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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해양수산분야	신규	대상기업	모집	공고[~2021-10-27]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	공고[~2021-10-31]
해외시장개척(중국ㆍ필리핀)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0-29]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공고[~2021-10-29]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021-11-12]
20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	공고[~2021-11-05]

문화재청
2022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공고[~2022-01-15]

국세청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2021-11-30]

방위사업청
2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11-02]

특허청
4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2021-11-04]
10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기업	선정	공고[~2021-10-28]
6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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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2022년	상반기	IBK창공(創⼯)	혁신	창업기업	모집	공고[~2021-11-16]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05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082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811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973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992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15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16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14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06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9995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998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220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6969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70209
https://gcrcenter.github.io/
mailto:obs001@snu.ac.kr?subject=%EB%89%B4%EC%8A%A4%EB%A0%88%ED%84%B0_%EC%88%98%EC%8B%A0%EA%B1%B0%EB%B6%80&body=%EB%89%B4%EC%8A%A4%EB%A0%88%ED%84%B0%EC%9D%98%20%EC%88%98%EC%8B%A0%EC%9D%84%20%EA%B1%B0%EB%B6%80%ED%95%A9%EB%8B%88%EB%8B%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