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창업 교육 정보
순번

창업교육명

주최/주관

신청기간

교육일시

장소

「앱인벤터를 활용한 창업스킬」
교육생 모집

동국대학교창업지원단

2017.03.03 (금) ~ 2017.03.10 (금) 16:00

2017.03.17 (금) ~ 2017.03.18 (토)

충무로 PJ호텔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IoT 플랫폼 활용 교육 교육생 모집

전자부품연구원SW융
합클러스터전북센터

2017.03.06 (월) ~ 2017.03.24 (금) 18:00

2017.03.29 (수) ~ 2017.03.31. (금)
10:00 ~ 18:00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 교육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17.03.02 (목) ~ 2017.03.16 (목)

2017.03.25 ~ 2017.04.23. (5주/10회)
매주 토·일요일 10:00~18:00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7층
Idea Space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2017.03.20 (월) 18:00 까지

동국대학교
1

2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

'ICCE 창업스쿨 (제4기)'
교육생 모집

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아카데미 「시장환경 분석」
과정 수강자 모집

2017.03.22. (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

14:00 ~ 17:00

(KAIST E19 나노종합기술원 9층)

1. 동국대학교「앱인벤터를 활용한 창업스킬」
교육생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17 (금) ~ 2017.03.18 (토)

주최/주관

동국대학교창업지원단

신청기간

2017.03.03 (금) ~ 2017.03.10 (금) 16:00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1년이내 기창업자
대학(원)생 및 일반인

장소

충무로 PJ호텔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기술창업별 주요 트렌드 분석을 통한 관련산업 이해

교육내용

- 전문기관과 연계한 실전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아이디어
확인

참고사항

전액 무료 [보증금 3만원 / 수료종료 후 전액 환급
(수료기준 충족시)]

문의처

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연락처 : 02-2088-3737
이메일 : csh1115@dongguk.edu

관련사이트 주소

http://dvic.dongguk.edu/

2.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IoT 플랫폼 활용 교육
교육생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29 (수) ~ 2017.03.31 (금) 10:00 ~ 18:00

주최/주관

전자부품연구원SW융합클러스터전북센터

신청기간

2017.03.06 (월) ~ 2017.03.24 (금) 18:00

신청대상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디바이스 개발 및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심
이 있는 일반인, 대학생 및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15명 내외)

장소

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 교육실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 jun@keti.re.kr
- IoT 개요 및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이해

교육내용

- 웹 서비스 구성 및 이해
- &CUBE 플랫폼
- Mobius 플랫폼

참고사항

_

문의처

전자부품연구원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
연락처 : 063-219-0110
이메일 : jun@keti.re.kr

관련사이트 주소

https://www.jbcluster.kr

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ICCE 창업스쿨
(제4기)' 교육생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25 ~ 2017.04.23 (5주/10회), 매주 토·일요일
10:00~18:00

주최/주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17.03.02 (목) ~ 2017.03.16 (목)

신청대상

벤처·기술 및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장소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 7층 Idea Space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 hiseoul_edu@naver.com

교육내용

참고사항

창업교육(이론 및 실습)과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자를 육성
1차 서류평가
- 2017.3.17 (금) 예정
-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비한 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에 대해 면접 심사 기회 부여
2차 면접심사
- 2017.03.19 (일) 예정
- 창업 및 사업의지, 창업가의 적정 및 자질, 사업수행능력, 사업화
가능성, 비즈니스모델 경쟁력 등

문의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고용지원본부
연락처 : 032-458-5064
이메일 : hiseoul_edu@naver.com

관련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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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아카데미 「시장환
경 분석」 과정 수강자 모집
구분

창업교육

일시

2017.03.22 (수) 14:00 ~ 17:00

주최/주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기간

2017.03.20 (월) 18:00까지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장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본원(KAIST E19 나노종합기술원 9층)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사업아이디어 Check

교육내용

- 사업역량 Check
- 시장성 Check
- 경쟁사 평가 Check

참고사항

전액 무료 [보증금 3만원 / 수료종료 후 전액 환급
(수료기준 충족시)]

문의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 042-385-0671
이메일 : gwon1024@ccei.kr

관련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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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