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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정보마당 공지사항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021.07.21 조회수 1241 등록자이명신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농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귀농·귀촌·귀어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Ⅰ. 모집 개요

○ 공 고 명 :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7. 8.(목) ~ 8. 4.(수)

○ 모집대상 : 전국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귀농·귀촌·귀어자로 전라남도에 창업, 귀농·귀촌 등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인원 : 30명 내외

Ⅱ. 교육 내용

○ 교육목표 : (예비)창업자 및 귀농·귀촌·귀어자에게 맞춤형 실무교육과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 농수산 창업

지원

○ 교육기간(5일)

- 기본과정 : 8. 10.(화) ~ 8. 12.(목), 3일(24시간)

- 심화과정 : 8. 17.(화) ~ 8. 18.(수), 2일(12시간)

※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기본과정 : 농수산업 개론 및 특성, 농수산업의 종류와 제조방법 등 

- 심화과정 : 농수산 창업 및 마케팅, 자금, 수출 등 

※ 강사 사정에 따라 교육 내용은 변동 가능

Ⅲ. 교육생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등록을 통한 교육 시간 인정

◦ 전남으뜸창업 분야별 멘토링 지원을 통한 농수산식품 창업 지원

◦ 후속 지원사업 연계 지원

IV. 교육 지원자 유의사항

○ 전체 교육과정 80% 이상 참석 시 수료 인정

○ 교육생 선발

- 선발방법 : 서면평가

- 선발기준 : 교육참가 신청서(창업 아이디어, 시장경쟁력 등)

※ 교육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임

-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동일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상 선발 후 미참가자

V.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제출서류 : 교육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만 접수(접수처: aaaa@ccei.kr)

○합격자 발표 : 8. 5.(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투자본부 손지수 사원 (☎ 061 661-1933)

붙임 1.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 신청서 1부(양식)

2.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홍보 포스터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붙임 1.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 신청서 1부(양

식).hwp (933 hit/ 17.5 KB) 

미리보기

붙임 2. 2021년 제2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홍보 포스터

_976.tmp.jpg (781 hit/ 1.11 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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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atec/information
https://www.naju.go.kr/atec/information/notice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4eWqNxaPG&file_type=all&idx=72504&file=124943%257C124944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2504/124943/%25EB%25B6%2599%25EC%259E%2584%201.%202021%25EB%2585%2584%20%25EC%25A0%259C2%25EC%25B0%25A8%20%25EC%25A0%2584%25EB%2582%25A8%25EC%259C%25BC%25EB%259C%25B8%25EC%25B0%25BD%25EC%2597%2585%20%25EB%2586%258D%25EC%2588%2598%25EC%2582%25B0%20%25EC%25B0%25BD%25EC%2597%2585%20%25EC%2595%2584%25EC%25B9%25B4%25EB%258D%25B0%25EB%25AF%25B8%20%25EA%25B5%2590%25EC%259C%25A1%20%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01%25EB%25B6%2580%2528%25EC%2596%2591%25EC%258B%259D%2529.hwp?pkey=4eWqNxaPG
https://www.naju.go.kr/Viewer/124943
https://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72504/124944/%25EB%25B6%2599%25EC%259E%2584%202.%202021%25EB%2585%2584%20%25EC%25A0%259C2%25EC%25B0%25A8%20%25EC%25A0%2584%25EB%2582%25A8%25EC%259C%25BC%25EB%259C%25B8%25EC%25B0%25BD%25EC%2597%2585%20%25EB%2586%258D%25EC%2588%2598%25EC%2582%25B0%20%25EC%25B0%25BD%25EC%2597%2585%20%25EC%2595%2584%25EC%25B9%25B4%25EB%258D%25B0%25EB%25AF%25B8%20%25ED%2599%258D%25EB%25B3%25B4%20%25ED%258F%25AC%25EC%258A%25A4%25ED%2584%25B0_976.tmp.jpg?pkey=4eWqNxaPG
https://www.naju.go.kr/Viewer/124944


목록

이전글

9월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신청 안내

다음글

2021년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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