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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2021.03.18 조회수 581 등록자이명신

1.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에서는 전남도내 농수산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전남도내 농수산 창업을 희망하신분들의 많은관심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나. 모집기간 : 3.8.(월) ~ 4.2.(금)

다. 모집대상 : 전국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귀농귀촌자로 전라남도에 창업, 귀농귀촌 등을 희망하는자

라. 교육기간 : 총 5일

1) 1주차(기본과정) : 2021. 4. 13.(화) ~ 15.(목) / 3일간(24시간)

2) 2주차(심화과정) : 2021. 4. 20. (화) ~ 21.(수) / 2일간(12시간)

마. 교육내용 

1) 농수산 분야 창업 기초, 중급, 심화를 통한 농수산 분야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2) 농수산 분야 실무자의 현장 경험 및 사례 바탕교육

3) 교육과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진행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

가.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나. 제출방법 : e-mail만 접수(접수처: hun210@ccei.kr)

다. 합격자발표: 4.5(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투자본부 박광훈 사원 (☎ 061 661-1932)

붙임 1.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 공고 및 신청서 각 1부

2.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 포스터 1부.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붙임]붙임 1.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공고

문 1부.hwp (658 hit/ 16.5 KB) 

미리보기

[붙임]붙임 2. 2021년 제1차 전남으뜸창업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 신청서 1부

(양식).hwp (652 hit/ 16.5 KB) 

미리보기

전남으뜸창업 홍보전단.jpg (557 hit/ 573.4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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