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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공모」	사전규격공개	안내
「2022년	권역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사전규격공개	안내

COOP협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형과학기술인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기업	친환경	패키지	·	디자인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1.23)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7.12.10:00)	「경기도	사회적경제	광역	지원기능	강화	연구」	용역	입찰	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슬기로운	여성직업탐색	영상공모전(공모~12/6월)

신나는조합
청년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역문제해결형	뉴딜	지원사업	공모	안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라이센스	페어	용역
[수상자	발표]	2021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IT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수상자	안내]	2021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경력단절	극복	우수	슬로건	공모전」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시장	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울산업진흥원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2021.11.17)

Koica
2022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만성재난지원사업	공모	안내
2022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공모	실시	안내
2022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긴급재난지원사업	공모설명회	개최	안내
환경보호실천	60초	영상	챌린지	공모	결과	발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작가	등록

서울문화재단
[공모]	2022년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공모안내
<2022	서울예술지원>	1차	공모	사업설명회	및	공모	일정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지역	인권활동가	교통.숙식비	지원	프로젝트	'한달음'	(~11/30)
수시공모사업	인권활동119	(~11/30,	상시공고)

https://gcrcenter.github.io
https://forms.gle/MJ5gVHCdunBXXWVB7
https://gcrcenter.github.io/assets/pdfs/news_letter_20211116.pdf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2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19
http://www.coop.go.kr/COOP/bbs/openNtcnDetail.do?BOARD_SEQ=196
https://sehub.net/archives/2071346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747&searchCategory=24&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bsec.or.kr/board_VfTS43/18412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101
http://joyfulunion.or.kr/news/open_view?category1=support&seq=26354
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11109642&bidseq=00&releaseYn=Y&taskClCd=5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2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1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OTQmc3RhcnRQYWdlPTAmbGlzdE5vPTU5MC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jn-se.kr/bbs/board.php?bo_table=nco4_1&wr_id=53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11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8944/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9157/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1/379129/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3/379174/artclView.do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96&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5281&cbIdx=955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support_list.do?bcIdx=126459&cbIdx=9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0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202&qstr2=


시민	대화모임	지원사업(~11/30)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안내(~11/30)
지역문제해결형	뉴딜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변화의물꼬	지원사업	‒	1단계	물꼬트기
서울시	「시민시장	개설·운영	사업」지원	단체	공모
아라뱃길	청년영상	공모전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3기
[연대회의]	2022년	전기	활동가	및	시민단체	회원	석사과정	장학지원사업	(~11/17)
[쓰레기센터]	일상	속	쓰레기문제	해결하는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11/17)
[한결]	2022	한결	공익활동	공모	안내	(~11/30)

2022	해외아트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1차	공모
2022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지/소식/알림

사회적기업진흥원
[기간	연장/신청서식	간소화]	2021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IT분야	여성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어워드	모집	공고(~11/19)
청년협동조합	어부바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함께	쿱x함께	커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모집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ʻ사회적	경제	조직’과	ʻ예비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서비스	(~11.22)
서울시	공생마켓	(~11.30)
[SE:LETTER	#168]	오늘	하루	무해하게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제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협동조합	정체성을	더하다)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자활센터)]	2021년	사회적경제	실무	맞춤형	아카데미(~11/23)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11/20)
자원선순환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PROJECT	LOOP	소셜벤처	:	연결고리(모집~12/1)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회	울산	사회적경제	IR	데모데이	발표일정	안내
동구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울산몰사회적경제	혁신성장	특판전!	40%	할인!
[소셜캠퍼스온	울산]	울산	(예비)사회적기업	원데이	클래스	SNS	체험…

서울시50+패밀리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점프업허브	입주사	모집(~11.28)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	소상공인	심리상담	참여자	모집(~11.30)
[서울일자리센터]	4060	취업	테마	특강(~11.22,	선착순)
[남부]『어르신돌보미(케어코디)』	직무설명회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캄보디아)	모집	설명회	안내
[노원]스마트폰	전문강사	양성과정(고급)	개강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원]누구나	쉽게	귀에	쏙쏙!	한글	문서	기초,	컴퓨터	왕기초	교실	개강	현장을	소개합니다.
[노원]사진보정을	위한	포토샵	익히기,	파워디렉터로	편집고수	되기	개강	현장을	소개합니다.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4682&qstr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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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hare_2017&wr_id=512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18&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9&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6&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0&qstr2=page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58&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54&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799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2&seq_no=246846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3&seq_no=246818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15
https://sehub.net/archives/2070398
https://sehub.net/archives/2071024
https://sehub.net/archives/2071362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854&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848&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214
http://bsec.or.kr/board_VfTS43/18321
http://bsec.or.kr/board_VfTS43/18399
https://dgse.kr:443/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6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00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97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101
http://www.sescoop.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9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405488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013201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77654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919067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927083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40289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4024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40205


[노원]The	Voice	“호감	가는	내	목소리	찾기”	특강
[금천]2021년	추억을	찾아	떠나는	"금천50플러스센터	힐링MT(Memory	Travel)"	사전	접수	안내
[강서]2022	강서50플러스센터	공유사무실	신규	입주	단체	모집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성과공유회

신나는조합
신나는조합-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3차	모집(~11/18)
2022년	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자	모집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함께일하는재단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생마켓_소셜	세일	페스타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서울권역	12개팀	입상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3차	모집공고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	하반기	기업	선발	공고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2기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3차교육	모집	공고
[춘천시청년청]	청년	정책	기획자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진군	사회적경제기업	상표	및	디자인건	출원	컨설팅	지원	..
[한양대학교]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

서울산업진흥원
마플	유인동	CTO와	함깨하는	모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	코딩(2021.11.29)
서울기업	청년	SW인재	스카우트	참여기업	모집(2021.11.30)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운영기관	추가모집	공고(법인,	협단체	부문)(2021.11.19까지..
서울메이드	스페이스	전시	희망기업	모집(2021.12.09)
FTA	활용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참가업체	모집(2022.04.29)
새싹	입문과정	-	Python	개발자	기초다지기	교육생모집(2021.11.26)
서울기업	청년	SW인재	스카우트	참여구직자	모집(2021.11.26)

서울일자리포털
[미래JOB학교]_	신중년	디지털	코치	양성	과정	교육	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지원사	양성	과정	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재취업	준비교육	7기(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취업하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4060세대	취업교육	테마특강/11.23(화)]	진단을	통한	자기분석,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	바로알기.
소양교육_취업준비교육	10기
[희망JOB학교]_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교통안전보호인력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희망JOB학교]_	학생보호인력	지원	준비교육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미래JOB학교]_	생활방역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2기_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아카데미(MoAA)	조직경영	분야	<트렌드	특강	Ⅲ	-	문화예술과	탄소중립>	수강생	모집
<2021	예술경영주간	-	예술로	투자>	개최안내

서울우먼업
남부여성발전센터:•모집•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직장인엄마	마음교실	참여자	모집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2021	동작구	온라인	취창업	정보박람회	개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2021년	양성평등특강]	종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솔루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내일배움_무료]글로벌	무역실무자	양성과정(무역영어포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신청안내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26887
https://www.50plus.or.kr/gch/detail.do?id=14907476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4948746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919764
http://joyfulunion.or.kr/challenge/request_view?seq=159
http://joyfulunion.or.kr/news/open_view?category1=support&seq=26355
http://joyfulunion.or.kr/news/open_view?category1=support&seq=26353
http://hamkke.org/archives/43388
https://blog.naver.com/hamkkeorg/222562215211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3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3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www.gjf.or.kr/gjf/selectBbsNttView.do?key=33&bbsNo=4&nttNo=642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
https://gwse.or.kr:443/bbs/board.php?bo_table=sub41&wr_id=222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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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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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4PTE0OTgmc3RhcnRQYWdlPTAmbGlzdE5vPTU5Mi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gbse.or.kr/HOME/gbse/sub.htm?mode=view&mv_data=aWR4PTE0OTUmc3RhcnRQYWdlPTAmbGlzdE5vPTU5MSZ0YWJsZT1leF9iYnNfZGF0YV9nYnNlJm5hdl9jb2RlPWdiczE1NjY5NzkzMTgmY29kZT1OMkp1TnNuYU14bW0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b3JkZXJfbGlzdD0mbGlzdF9zY2FsZT0mdmlld19sZXZlbD0mdmlld19jYXRlPSZ2aWV3X2NhdGUyPQ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8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16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1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092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24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23
http://www.sba.seoul.kr/kr/sbcu01s1?bseq=5038122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7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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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_training/Www_center_edc.do?method=getWww_center_edc&edcSn=100000228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9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8&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job.seoul.go.kr/www/training/elder_training/Www_elder_edc.do?method=getWww_elder_edc&edcSn=100000228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95&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gokams.or.kr:442/01_news/notice_view.aspx?Idx=3097&txtKeyword=&ddlKeyfield=T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66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00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9001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97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86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소식]	2021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현장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12월	교육	프로그램	안내
중부여성발전센터:(창업공고)	2021년	하반기	창업부스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	12/10까지	접수)

서울문화재단
[2021	PLAY-UP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	<위클리	아카데미>	연기주간	참가자	모집
[2021	PLAY-UP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	<위클리	아카데미>	극작주간	참가자	모집
문래예술공장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쇼케이스	<2021	Sounds	On	‒	Anthrophony	앤스로포니>	개최

경기문화재단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온라인	행사	참가자	모집	안내
가을밤과	함께	하는	<두근두근	나눔화성,	드라이빙	씨어터>	공연	안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	대상	무료배너	광고	참여	업체	모집
[알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입점	안내

서울연구원
MZ세대의	삶과	청년정책의	미래는?	서울시·서울연구원	연합학술대회	개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과제(2단계)
서울	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LCS]	11/17(수)~18(목)	CSES	펠로우십	성과발표회	안내

울산내일설계지원센터
60+	은퇴직자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식	진행

서울NPO지원센터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제3회	사랑의열매	학술상	안내(~11/30)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제8기	복지실천가	철학아카데미(10/6~11/24,	매주	수)
[아름다운커피]	D.P.	원작자	김보통	작가와	함께하는	'철이와	초콜릿	농장의	비밀'	웹툰을	만나보세요!	(~12/8)
소상공인	점프업허브	2021년	제4차	입주사	모집	공고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사건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12/15)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취업스킬	튜토리얼	참가자	모집(~11/28)
[KACE서울]	무료지원	/	'내가	직접	입어보는	K-한복'	참가자	모집	(~11/19)
[로터스월드]	2021	월드프렌즈코리아	NGO봉사단	모집(~11/30	18:00)
[세모람도서관]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9)
[세모람도서관]	<잘	팔리는	브랜드의	법칙>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5)
[세모람도서관]	<보통의	감상>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4)
[세모람도서관]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3)
[세모람도서관]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2)
[세모람도서관]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	-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21)
[세모람도서관]	<모던	워페어>	-	권호천	저자와의	만남	참가자	모집	(~11/18)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2021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연속	기획강좌	-시민의	자리에서	군대를	다시	묻다	(10/27~11/17	매주
수,	19:00,	ZOOM)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	프로젝트	2기	참가자	모집	공고
공익정보아카이브	이용자	설문조사(11/8~11/17)
[Route330	ICT]	11월	SDGs랩	사회	혁신을	이끄는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11/23)
[인권연대]	22기	청년인턴	모집(~11/22)
[씨닷]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	2기	모집	(~11/17)
[숲과나눔]	2022	숲과나눔	장학생	및	연구자	(인재양성	프로그램)	모집(장학~11/19,	연구자~11/26)
2022년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2	숲과나눔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학생	및	연구자	모집
[NPO	상담소]	12월	상담소	신청	접수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6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63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50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play_notice.do?bcIdx=126488&cbIdx=986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play_notice.do?bcIdx=126480&cbIdx=986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mullae_notice.do?bcIdx=126476&cbIdx=979
https://www.ggcf.kr/archives/147093
https://www.ggcf.kr/archives/147089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203&code=sky_net_news
http://jejusen.org/skyboard/read.sky?id=739&code=sky_com_notice
https://www.si.re.kr/node/65287
https://www.si.re.kr/node/65267
https://www.si.re.kr/node/65273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848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59
http://www.usnoinjob.org/news_02.html?query=view&table=LimBo&botype=IMG_B01_02&page_num=12&bid=35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29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3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50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090&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6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1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9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68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2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7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3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2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2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1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3&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42&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84


비영리스타트업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동자힐링프로그램(11/17~25)
[재단법인	그린피스]시니어	모금	마케팅	담당자(~11/25)
[다른몸들]	"라운드	테이블-	아픈청년,	돌봄청년	잘	아플권리를	향하여"	(11/27)
[기간연장	~25	/	(사)월드투게더]	케냐	파견	간사	모집	(~11/25)

[Route330	ICT	액셀러레이팅]	요망진	IR	DAY(최종성과공유회)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11.18(목)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경제	입문교육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참가자	모집(~12/7)
[한국모금가협회]	서울시와	한국모금가협회가	함께하는	기부금품법	이해와	적용(11/25~11/30)
[성평등도서관]	(젠더특강)	제로	웨이스트,	지구를	위한	대안을	찾다	(11/16)
[알파라운드]	Alpha	Week	:	“비건	베이킹,	클래식	랩소디,	청년금융교육“	참가자	모집(~11/18)
[희망제작소]	용산구	청년	1인가구	인터뷰	참가자	모집(~11/19)
루키업(Rookie-UP)	4기	모집
'2021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연수단원	모집	안내

일자리/채용

사회적기업진흥원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사회적경제분야)	채용공고(~11.17)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공고(~11.2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11/25)

서울시50+패밀리
[금천]2022년	금천50플러스센터	1학기	정규	강사	모집공고

신나는조합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채용	모집공고

Koica
파라과이	도로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로통합유지관리	기술역량강화	사업	전문가	모집
솔로몬군도	국립대학교	수산인력양성	지원사업	종료평가	전문가	모집

[연장공고]	홍보실	초급	전문가(언론	홍보)	선발	공고

서울우먼업
<모집공고>	시니어	스태프	채용설명회	참가자	모집
<채용공고>	(주)더맘마	앱기획자	및	디자이너	채용	공고
북부여성발전센터:북부여성발전센터	직원	채용	(창업보육센터	담당)

서울NPO지원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마케팅	직원모집(재공고,	~11/21)
[컨선월드와이드]	마케팅부	후원개발팀	직원	모집	(~11/16)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모십니다.	(	~11/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연구원	1명을	찾습니다	(~11/24)
[국제앰네스티]	리더십	지원	담당자	채용(~11/21)
[(사)	글로벌발전연구원]	정규직	채용	공고	(~11/30)
[유엔인권정책센터]	회계	담당자	채용	(~11/18)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모금	캠페이너	채용	(~11/23)
[유엔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껀터사무소	파견활동가	채용(~12/4)
[더	브릿지]	글로벌혁신팀	프로젝트	매니저	모집	(채용시)

행사/캠페인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8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3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0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57&qstr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share_2017&wr_id=5156&qstr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682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board_code=BO19&m_cd=D045&seq_no=246827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851&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50
http://bsec.or.kr/board_JkIH72/18407
https://www.50plus.or.kr/gch/detail.do?id=14900658
http://joyfulunion.or.kr/news/open_view?category1=empl&seq=26352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221/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196/artclView.do
http://www.koica.go.kr/bbs/koica_kr/292/379191/artclView.do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9029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noticeall&bbs_seq=128975
https://www.seoulwomanup.or.kr/womanup/common/bbs/selectBBS.do?bbs_code=centerall&bbs_seq=12894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0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3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3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25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2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24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9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46


사회적기업진흥원
제17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11/29(월)	14:00,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사례공유회	및	토론회	개최안내
e-store36.5	판매회원	신규가입	이벤트(2021.11.10.~11.21.)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	홍보사업」	사회적가치	확산	캠페인(사회적가치,	너도,	나도!)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11/24)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워크숍	참가	안내(부산	11/23화)
성평등문화	확산	공동포럼	개최	안내	(11/19금)

서울시50+패밀리
[재단][2021년	50+정책포럼]	중장년	1인가구	정책	과제(11.18)
[강서][국제	컨퍼런스]	ʻ시니어	비즈니스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재단][자원순환캠페인	5]	우리가	모은	젤	아이스팩이	재사용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재단][자원순환캠페인	4]	우산	폐기물을	줄이는	자원순환	활동을	소개합니다.
[남부][이벤트]	○△□(오십플러스	남부캠)	블로그	공유	이벤트	〃우린..남부잖아..〃
노원50플러스센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사업장'	승인
[노원]2021년	[와라와라	노원으로]	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성북][지역사회]	2021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50+페스티벌,	'노(⽼)노(NO)	성북THE중년'	행사	개최
[강서]50플러스	독서포럼	저자와의	대화	신영철	박사의	그냥	살자
[강서]토닥토닥	나에게	주는	선물이벤트	-	4차산업	명사	특강(포노사피엔스	저자)	최재붕	교수

서울마을공동체
[포럼]	2021	공동체공간	자산화	포럼	안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시	말하다]	연속포럼	4회차	안내

서울문화재단
[행사안내]	시민청	커리어	특강	"현직자	선배에게	듣는	문화예술	기획"
[행사안내]	2021	서울문화재단	지역예술교육	TA	성과	공유회	"일상에서	숨	쉬는	예술교육"	참여	안내
[행사안내]	2021	시민청	체험	<미래를	그리다,	VR드로잉>

서울연구원

AI	시대,	인공지능과	서울시	행정의	미래	포럼
[학술행사자료집]	제1회	서울	평화싱크탱크	국제컨퍼런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알림]	2021	제	2회	대한민국	도시포럼	: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
[알림]	17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LCS]	11/24(수)	2021	Impact	Foundation	Forum	안내

대전복지재단
11월	대전복지정책포럼	개최	안내

서울NPO지원센터
[서울하우징랩]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12/1)
[NPO정보지식포럼]	3차	포럼(11/16)	신청	접수	#불평등
제5회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디지털	포럼(11/25)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행사에	초대합니다	(11/18)
[다시함께상담센터]	<흥을	흥답게>	캠페인	(~11/25)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지리산포럼	2021	-	위기와	전환(11/20,	11/27,	12/4)
[환경정의]	폭염	불평등	진단과	대안	토론회	(11/17,	14:00)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37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22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board_code=BO02&category_id=CA94&seq_no=246816
https://gsec.or.kr:443/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0&boardNo=855&searchCategory=15&searchType=total&searchWord=&menuLevel=3&menuNo=25
https://www.insehub.or.kr/bbs/board.php?bo_table=bbs_030101&wr_id=213
http://bsec.or.kr/board_VfTS43/18314
http://bsec.or.kr/board_VfTS43/1844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621020
https://www.50plus.or.kr/detail.do?id=14917289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4928275
https://www.50plus.or.kr/org/detail.do?id=14902290
https://www.50plus.or.kr/ssc/detail.do?id=14946712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52114
https://www.50plus.or.kr/nwc/detail.do?id=14934489
https://www.50plus.or.kr/sbc/detail.do?id=14903194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4917388
https://www.50plus.or.kr/gsc/detail.do?id=14917206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1407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ews/readnum.asp?listsize=30&fromdt=&todt=&searchType=&searchVal=&idx=987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6501&cbIdx=988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bcIdx=126499&cbIdx=955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citizenhall_notice.do?bcIdx=126497&cbIdx=988
https://www.si.re.kr/node/65276
https://www.si.re.kr/node/65277
http://heri.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976333
http://heri.kr/index.php?mid=notice&document_srl=976330
https://www.cses.re.kr/instituteNews/noticeView.do?boardSeq=851
https://daejeon.pass.or.kr/board.es?mid=a10201000000&bid=0003&act=view&list_no=7309&tag=&nPage=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441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center&wr_id=1078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3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3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7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66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bbs_npo&wr_id=6758


[연대회의]	2021	연대회의	젠더포럼	<활동가X성평등X[____]>	(12/1)

보도/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없이	예술적인,	그래서	정치적인
많을수록	빈곤하고	적을수록	풍요롭다
노동·정치·문화를	연결하는일상의	예술

서울뉴스
<2021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11.30)
제2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	관광약자	서울여행	편리하게…전동휠체어	휴대용	충전기	무료대여
서울광장	전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800일만에	다시	선다…	최대	30%	저렴
서울시,	마포에	'365열린어린이집'	문	열어…내년	10개로	확대
서울역사문화특별전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개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개최	안내
단풍길을	걸으며	만나는	서울	11월의	문화재,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정동교회,	덕수궁	중명전``

통계청
쌀	생산량조사	결과
10월	고용동향

라이프인
대한민국	청년	리더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위한	당진선언문	채택
[AVPN]	기업이	실천하는	ESG를	소개하는	자리	열려
"청년의	상상이	평화가	된다"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최종발표회&시상식	개최
(재)숲과나눔,	제3회	환경학술포럼	개최
[AVPN]	"시각장애인은	우리의	VIP"...	엘비에스	테크,	에이블테크로	포용적	경제를	그리다
전북도,	제1회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피스윈즈코리아,	한반도	평화의	바람을	불러오다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드는	'프래그랩'
'카페이웃'에	함께	모여	환경	그리고	우리	마을을	이야기하다
생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적경제는	착한	기업이라던	오세훈	시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한살림,	남은	음식물	줄이기(남.음.제로)	캠페인	약속하면	1건당	500원씩	기부
DMZ	비밀의	숲에서	만난	'칠링(Chilling)'
서울혁신센터,	서울시	예산	삭감에	따른	고용	불안	지적	"사실상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환경부	'고고	챌린지'	동참
마포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마포메이드'	개최
로우리트,	지역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캠페인	운영
따뜻한사회주택기금,	ESG	실현	사회주택	대상	금리	인센티브	사업	실시
자원순환	사경	조직	알아보기	in	성동구
달팽이집에서	"잘	버리고,	잘	산다"
자원순환,	커뮤니티,	돌봄...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홍반장?아니,	'마을발전소'에!
사회혁신을	빚어내는	서울의	거점	공간들
일상회복,	활력충전	프로젝트	'B-SIDE	줍줍	FESTA'	에	놀러오세요!
119레오,	소방의	날	맞아	암	투병	소방관	위해	기부금	전달
노원구,	'2021	노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더	브릿지,	전	세계	여성을	위한	'구글	임팩트	챌린지'	선정

이로운넷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윤리경영	실천다짐	회원사에	현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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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블룸워크,	아모레퍼시픽의	ESG	경영실천	콜래보레이션
춘천	사회적	경제	한마당	19·20일	개최
"폐지수거	어르신에게	안전함을	선물해주세요"
스카이협동조합	“다채로운	앵글로	세상을	담는다”
COP26,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등	기후위기	대책	구체화	합의
주변농가와	상생하는	로컬푸드	브런치카페
[글로벌	사회적경제	트렌드]	③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글로벌흐름에	주도적	참여
사회적경제	정책	27건	내놓은	이번	정부...끝까지	현장과	함께	할	것
사회비행자,	니트족	청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5주년	백서	발간
발달장애인이	디자인한	제품	펀딩으로	만나자
[글로벌	사회적경제	트렌드]	②세계	각국	행정·금융	시스템은	사회적경제로	재구성	중
바이오가닉,	경기도	사회가치중개소	통해	유기농	생리대	기부
코로나19	관련	플라스틱	폐기물	800만t	발생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트렌드]	①사회적경제,	주류로	떠오른다
“주민	협력	구조를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사업	아이디어	구현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면?

중소벤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후보지역	모집	공고[~2021-11-19]
4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30]
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공고[~2021-11-26]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공고[~2021-11-30]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2021-12-06]
2022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2021-11-17]
2022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연장	모집	공고[~2022-01-28]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2021-11-26]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2021-11-19]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	온라인판로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1-11-17]
3기	IBK	1st	Lab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30]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사업(2단계)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22]
2차	수출지원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R&D	수행기업	대상)[~2021-11-30]
8기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Value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23]
지역혁신형	협업(사업화)계획	추진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2021-11-29]
혁신ㆍ성장	중소기업	유공	후보자	모집	공고[~2021-11-24]
전통시장	장바구니	콘테스트	개최	공고[~2021-11-21]
2차	경험형	스마트마켓	모집	공고(소상공인	대상)[~2021-11-19]
투자	및	전략적	협력	사업설명회	TechConnect	Day	공고[~2021-12-03]

고용노동부
2022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2021-12-12]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	사회적기업	입점사	모집	공고[~2021-12-31]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1-30]
100대	전략품목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1-18]
3차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규	모집	공고[~2021-11-26]
202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건축	조명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19]
2022년	미국	시카고	가정용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17]
AIㆍ5G	기반	서비스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시범)	지원과제	3차	모집	공고[~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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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전략품목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접수	공고[~2021-12-01]
2022년	독일	뒤셀도로프	뷰티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1-30]
2022년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2021-12-07]
2022년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기반	기술개발	수요조사	공고(자동차산업기술개발)[~2021-11-22]
2022년	싱가포르	조선해양플랜트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11-19]
캐나다	BMO(Bank	of	Montreal)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	기업	모집	공고[~2021-12-14]
2022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시험검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1-26]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공고[~2021-11-19]
2022년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2021-11-22]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2021-11-19]
12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공고[~2021-11-19]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021-12-31]
NCS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30]
2022년	중국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SEMICON	China)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11-23]
2022년	한-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021-12-23]
2022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2022-0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지원	공고[~2021-11-19]
2022년	중소기업	우수회원	선정계획	공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2021-11-30]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재공고[~2021-11-23]
ICT	글로벌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R&D	수요조사	공고[~2021-12-03]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	추가모집	공고[~2021-11-30]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2021-11-30]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연장	공고[~2021-11-19]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역	수요	발굴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1-11-19]
SW	국제화	및	현지화	지원사업	이용기업	모집	안내	공고[~2021-11-24]
2022년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2021-12-08]
2023년	정보통신ㆍ방송기술	R&D	신규	사업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2021-12-03]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3차	모집	공고[~2021-12-08]
한복교복	제작업체	모집	공고(한복교복	보급	사업)[~2021-11-17]
2022년	대만게임쇼(온라인)	참가지원	기업	모집	공고[~2021-11-17]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신규	콘텐츠	개발	공모전	안내[~2021-11-26]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회	참가	바이어	모집	공고[~2021-11-17]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지원	참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모집	공고(코로나19	대응)[~2021-12-08]

행정안전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제해결형	뉴딜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2021-11-30]

환경부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연장공고[~2021-11-30]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공고[~2021-12-17]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	모집	공고[~2021-11-19]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푸드트럭	창업자	공모	공고(청년창업매장	모집)[~2021-11-24]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공고[~2021-11-30]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공로탑	모집	공고[~2021-11-19]
수산식품	수출	브랜드대전	모집	공고[~2021-11-19]
5차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	공고[~2021-1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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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샘플통관	운송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1-11-30]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라벨링	현지화)	신청	공고[~2021-11-30]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신청	공고[~2021-11-30]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상표권	출원지원)	신청	공고[~2021-11-30]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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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하반기	수출입	맞춤형	컨설팅	공고[~2021-11-3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	우수기업가	포상	신청	공고[~2021-11-21]

조달청
4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수정	공고[~2021-12-10]

소방청
소방산업	지식재산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021-12-03]
2차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개방데이터	및	이용기업	수요조사	안내	공고[~2021-11-30]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2021-11-29]

	한국세대융합연구소	블로그	가기 	뉴스레터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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