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창업 교육 정보
순번

창업교육명

1

G-STARTUP CAMPUS 교육
참가자 모집

2

3

주최/주관

신청기간

교육일시

장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17.03.02 (목) ~ 2017.03.22 (수)

2017.04.05 (수) ~ 2017.04.22 (토)/
4회*3시간씩 일반 교육 및 1박2일
워크숍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스퀘어
(강원대학교 한빛관 2층)

2017년 3월 네이버 모두교육
신청 안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7.03.07 (화) ~ 2017.03.29 (수)

2017.03.31 (금) 13:00~ 18:0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아카데미 교육장
(모바일융합센터 4층)

창업 Re-Challenge 2차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가톨릭관동대학교

2017.03.06 (월) ~ 2017.03.20 (월) 18:00

2017.03.23 (목) ~ 2017.03.25 (토),
2박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1. G-STARTUP CAMPUS 교육참가자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4.05 (수) ~ 2017.04.22 (토)/
4회*3시간씩 일반 교육 및 1박2일 워크숍

주최/주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17.03.02 (목) ~ 2017.03.22 (수) 까지

신청대상

강원지역 예비 창업자 및 3년이내 창업자

장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스퀘어(강원대학교 한빛관 2층)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1단계 문제탐색(기업가정신)

교육내용

- 2단계 아이템분석
- 3단계 데모데이(1박2일 워크숍)

참고사항

서류평가
- 선정자 발표 : 2017.03.27 (월) 예정, 개별통보

문의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연락처 : 033-248-7951

관련사이트 주소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2. 2017년 3월 네이버 모두교육 신청 안내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31 (금) 13:00~ 18:00

주최/주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17.03.07 (화) ~ 2017.03.29 (수) 까지

신청대상

경북지역 창업예정자, 초기창업자, 소상공인, 대학생 및 일반인 등

장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아카데미 교육장
(모바일융합센터 4층)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 www.k-startup.go.kr
-이메일 접수 : clemens77@ccei.kr
- 1. moddo![모두]의 매력이해하기
- 2. modoo![모두]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기

교육내용

- 3. 모바일 홈페이지 고나리&홍보하기
- 4. 함께쓰면 좋은 네이버 서비스 이용하기
- 5. 상거래에 도움이 되는 연계 교육프로그램 안내

참고사항

준비물 : 필기도구, 신분증, 스마트폰(교육용 노트북 개별 제공 예
정)

문의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 054-470-2628
이메일 : clemens77@ccei.kr

관련사이트 주소

https://ccei.creativekorea.or.kr/gyeongbuk/

3. 창업 Re-Challenge 2차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23 (목) ~ 2017.03.25 (토), 2박3일

주최/주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신청기간

2017.03.06 (월) ~ 2017.03.20 (월) 18:00 까지

신청대상

- 실패를 경험하거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 창업동
아리, 예비창업자
- 아이템사업화, 창업경진대회 등 참가자 우선권 부여
- 창업지원단 내부 심사를 거쳐 참가자 선정

장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 www.k-startup.go.kr
이메일 접수 : changupcku@cku.ac.kr

교육내용

- 창업특강, 멘토링
-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 등

참고사항

서류평가
- 선정자 발표 : 2017.03.27 (월) 예정, 개별통보

문의처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연락처 : 033-649-7187 / 7349
이메일 : changupcku@cku.ac.kr

관련사이트 주소

www.k-startu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