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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홍보

작성일 2019.09.10 10:20 등록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964

붙임1. 교육생 모집공고.hwp
634 hit/ 17.0 KB 다운로드

붙임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613 hit/ 17.5 KB 다운로드

붙임3. 2019년 2차 농수산창업아카데미 포스터.jpg
291 hit/ 1.12 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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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특화 창업지원 사업-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2019년 2차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공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농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귀농·귀촌·귀어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9. 9.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Ⅰ

모집 개요

○ 공 고 명 : 2019년 2차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9. 9.(월) ~ 9. 30.(월)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 귀농·귀촌·귀어자
○ 모집인원 : 30명 내외

Ⅱ

교육 내용

○ 교육목표 : (예비)창업자 및 귀농·귀촌·귀어자에게 맞춤형 실무교육과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 창업 지원
○ 교육기간(10일)
- 농수산 창업 기본 : 2019. 10. 14.(월) ~ 10. 18.(금), 5일(31시간)
- 농수산 창업 심화 : 2019. 10. 28.(월) ~ 11. 1.(금), 5일(30시간)
※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는 농수산 창업 기본과 농수산 창업 심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과정을 필히 참가하여야 함
※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농수산 창업기본 : 창업가 정신, 농식품 미래 트렌드, 농기업 운영 실무, 
유통/소비 트렌드, 농축산물/수산식품 가공, 농식품 특허활용기술 
- 농수산 창업 심화 : 마케팅 실전전략, SNS마케팅, 정책자금, 정보교류회
창업계획서, 창업멘토링, 창업성공사례
※ 강사 사정에 따라 교육 내용은 변동 가능

Ⅲ

교육생 지원내용

○ 교육비 100% 정부 지원
○ 타지역 교육생 숙박 제공, 교육당일 점심 도시락 제공 (조식 및 석식 미제공)
※ 숙소 지원 기준 : 전남 여수/순천/광양 지역 거주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농식품 창업 밀착 상담 추진
○ 교육수료생 창업지원(전문멘토단 컨설팅 지원)
○ 교육 종료 후 농식품 가공관련 전문역량 육성지원을 위해 센터가 보유 중인
식품가공 설비를 활용한 “식품가공기술 실습교육”이 11/5(화)~6(수) 실시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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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 지원자 유의사항

○ 전체 교육과정 80% 이상 참석 시 수료 인정
○ 교육생 선발
- 선발 방법 : 교육참가 신청서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 교육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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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등기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합격자 발표 : 2019. 10. 7.(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접수 
- 우편 : (59725) 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지원본부
- E-mail : stronghj@ccei.kr
- 전화 : (061) 661-2002, 1957 

※ 기타 문의 사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지원본부 (061) 661-2002, 1957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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