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 주관 「CS프로젝트-고교
제 목 생역량강화 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 재연장 공고 홍보 및 지원 요
청
1. 귀 고등학교 및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사회혁신본부에서는 기업-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산업 활성
화를 위해 「CS(Corporation-Student)프로젝트 지원사업」 고교생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 맞춤
형 교육 프로그램을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다 음 가.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26.(금) 18:00까지(신청기간 연장)
나. 지원 프로그램
1) 고교생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명
기업체
현장실습(견학)

취업 특강(교육)

세부지원내용

지원금액

· 현장 체험형 실습(견학) 예산 지원
-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 숙박, 식비 등

3백만원

· 취업 교육 등 비용지원
- 강사료, 자문료 등
· 산업체 채용 실무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진로 연계 동아리, 실험실
습비, 창업 아카데미 지원 등

1백만원

※ 대상자 :광주·전남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2)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명

세부지원내용

지원금액

프로젝트 Lab

· 산학공동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Step-up
- 연구지도(멘토), 과제수행, 세미나, 특강 등
※ 기업-학생(최조 2명 이상)이 매칭되어야 함.

5백만원

Business Lab

· 지적재산권
- 특허출원,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상표등록 등
· 시제품제작지원(Mock-up)
- 시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비 지원, 제품화 및 품
질 검사 기술지원 등
· 전문가 컨설팅(멘토) 지원
- 사업아이템 제품 및 아이템 타당성 분석, 경영
전략 수립 등

5백만원

· 창업실무(맞춤형) 교육
- 창업을 위한 세무, 회계, 경영,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적 교육과정 지원
· 홍보·마케팅 지원
- 브로셔, 리플렛, 동영상, 홈페이지, SNS제작 등
※ 대상자 :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2년이내 졸업자), 전문학사

붙임 1. CS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 재연장 공고(안) 1부.
2. 고교생 역량강화 교육 제출 신청서 1부.
3. 현장 맞춤형 교육 제출 신청서 1부. 끝.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수신자

전남대학교총장, 목포대학교총장, 광주대학교총장, 광주여자대학교총장, 남부대학교총장, 동강
대학교총장, 동신대학교총장,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전남
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총장, 조선대학교총장, 초당대학교총장, 호남대학교총장, 광양하이
텍고등학교장,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장,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장,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장, 여
수공업고등학교장,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장, 순천전자고등학교장, 순천제일고등학교장, 진성여
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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