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공고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소셜 미션 기반 비즈
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하고 산림분야에 적합한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가로 육성하고자 「2019년도 제3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요

(목 적) 산림분야 사업체 중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주체들을
발굴하여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
하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적가치 정립) 사회적경제 기본 개념 및 기업별 사회적 목적,
소셜 미션 수립 등 교육 실시
- (기업역량 증진) 소셜 미션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마케팅
홍보, 노무 회계 등 교육 실시
❍

프로그램

교 육 명 : 2019년도 제3차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 모집대상 : 산림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정 인가
희망자 25명 내외
❍

* 우선선발 : 법인 설립자

모집기간 : 2019. 8. 7. ∼ 8. 22.(17일간)
❍ 교육기간 : 2019. 8. 28. ∼ 8. 30. / 9. 5. ∼ 6.(5일간, 30시간)
❍ 교육장소 : 서울 손기정기념관(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공원)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서류심사
모니터링
아카데미
신청 접수 ➡ 최종선정 ➡ 교육 진행 ➡ 사후지원
❍

’19. 8. 7.∼ 8. 22.

❍

교육혜택

’19. 8. 23.

’19. 8.28.∼30(1차)
9.5∼6.(2차)

’19. 9. 6∼

- 교육비 무료, 다과 및 중식 무료 제공(숙박비 미제공)

- 산림 소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교육시간 80% 이상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이수 교육시간 인정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및 기업소개서(서식 1,2)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khj5133@kofpi.or.kr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2),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합격자발표 : 2019. 8. 23. 문자 안내
※ 문의 : ☏ 02-6393-2638(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교육 커리큘럼

총 5일 과정으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산림 속에서 풀
수 있도록 ‘산림자원 활용 소셜 미션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지원
하며, 경영 기초 교육으로 ‘마케팅, 회계 노무’ 등 교육을 지원함
- (1차) 사회문제 찾기 및 산림 소셜 비즈니스 모델 수립
- (2차) 기업 경영 기본요소 교육

❍

❍

세부 교육과정
일정

교육 과정

8. 28.(수)

사회적경제 기본개념 수립

10:00∼12: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2:00∼13:00

교육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중식

13:00∼15:00

사회적경제 등장배경 및 국내외 사례 소개

사회적경제연구원사
회적협동조합

15:00∼17:00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및 지원 사업 안내

신나는조합

(그

8. 29.(목)

사회문제와 산림 속 해결방안 찾기

10:00∼12:00

소셜미션 정의

12:00∼13:00

중식

13:00~17:00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소셜미션 수립

17:00~18:00

교육생 개별 자율 학습
(강의 내용 정리 및 사업계획서 구체화)

8. 30.(금)

산림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10:00∼12:00

소셜 비즈니스 모델 정의

12:00∼13:00

중식

13:00∼17:00

소셜미션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17:00~18:00

교육생 개별 자율 학습
(강의 내용 정리 및 사업계획서 구체화)

9. 5.(목)
10:00∼12:00

상상우리
(강의+워크숍)

상상우리
(강의+워크숍)

기업 경영 기초교육
마케팅 전략

12:00∼13:00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중식

13:00∼15:00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 의연

15:00∼17:00

재무･회계관리

나래회계법인

17:00~18:00

교육생 개별 자율 학습
(강의 내용 정리 및 사업계획서 구체화)

9. 6.(금)

교육 종합･복습편

10:00∼12:00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12:00∼14:00

식사 및 교육생간 네트워킹

14:00∼17:00

교육생 ‘산림 소셜 비즈니스’ 발표 및 수료식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

교육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