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Job & 창업, 유통 – Dream 메이커스 Program

 1. 취 지

 2. 대상자 및 모집/선발

 - 국내 No 1. 롯데 유통의 본질과 경쟁력에 입각한 “유통 전문 인재 양성”

 - 저소득층 꿈나무의 유통 분야 실질 취업 및 창업 등 자립, 일자리 창출

    ● 시설 퇴소 등으로 꿈나무들이 저소득층의 굴레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자립 기반 지원  

 - 협업 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사협”)

 - 모집 기준/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中

       롯데 계열사 등 유통 분야에 취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

 - 모집 방법

    ● “한사협”과 수도권 (아동)복지시설 대상 홍보/모집

    ● 롯데장학재단 저소득층 우수 인재 대상 홍보/모집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 홍보/모집 (스펙업, 독취사, 대학 내일 등)

 - 선 발

    ● 취업준비생 40명 내외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 졸업자)

    ● 전문 분야로 유통 트랜드 분야인 “청년 쉐프 및 창업” Program 운영 (10명 내외)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심사 → 3차 위원회 심사

 - 프로그램 지원자 조건

   <공통 조건>

     ①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NGO단체 및 아동복시설·센터장 추천자(사각지대 고려)

     ② 군필자 또는 군면제 대상자 (남성 지원자 限)

   <일반 지원자>

  

   <셰프 지원자>

구분 상세 기준 비고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 or 졸업생

취업이 바로 가능한 자(‘19년 말 기준)
대학생 대학교 4학년 or 졸업생

상세 기준 우대 사항

고등학생 3학년 ~ 대학생/청년 中 

요식업 창업 희망 및 1년 이상 매장 운영 가능자

조리사자격증 소지/ 요식업 주방 근무 경험 /

셰프 근무 경력 / 창업 경력자 등 



 3. 운영 과정

 4-1. 유통-Dream 메이커스(일반) 세부 Program

     - 4~6월, 매 주(土) 강좌 운영(10시 ~ 17시, 점심시간 제외 6H), 영등포리테일 아카데미 

     - 세부과정 : 이론 강의 + 실무 특강 + 현장 교육/실습 + 실전 체험 + 취업 

 4-2. 유통-Dream 메이커스(셰프) 세부 Program

　　　- 교육 : 7월 매 주(土) 강좌 운영(13시 ~ 17시, 4H), 영등포리테일 아카데미 

     - A/R 근무 : 총 3일(9시간/日), 당사 서울역점 “청년식당” 실습    

  

 - 국내 No 1. 롯데가 운영하는 유통 분야 취업과 창업 특화 인재 육성 Program

    ● 유통업 전반의 이해 → 유통 현장 실무자와 특강 운영 → 현장 견학/실습

       → 현장 근무(A/R 등) → 과제 수행/발표 → 선진 유통 견학 → 취업 코칭/Follow-up

 - 유통 – Dream 메이커스 5개월 과정 및 개인별 취업&창업 코칭 운영

    ● 유통 전문 컨설팅사 선정, Program 전반 관리

    ● 유통 현장 실무자(MD, 쉐프, 영업(축산, 수산 등), 물류 등) 코칭 과정 참여

    ● 점포, 물류 센타 견학/실습, 필요시 A/R로 실제 채용/근무 → 유통 분야 취업/창업 연결

    ● 과정 운영後 취업&창업 개인별 코칭 진행 (9월 ~ 12월) : 당 그룹 및 유통 분야  

과 정 기 간 내 용

유통업 마스터 과정

4~6월

1개월 유통업의 이해, 업무, 직업 등 이론 교육

유통 전문가 코칭 과정 1개월 MD, 영업담당, 물류 등 현장 전문가 코칭

팀 과제 선정 및 코칭 1개월 팀별 과제 선정 및 방향성 코칭

현장 견학 및 실습

7~8월

1개월 물류센타, 점포 실습(2회), 본사 실습(1회)

유통사 근무(공통)

1개월

우수 인재 당사 A/R 근무 지원

팀 과제발표(공통)/해외 롯데 유통견학 
팀 과제발표 및 시상식 진행 예정

→ 우수자 대상, 베트남 유통 견학 포상

개인별 취업 코칭/지원 9~12월 4개월 당 그룹 및 유통 분야 취업&창업 코칭 

※ 성실도, 참여도 등 우수 활동자 대상 장학금 지원 (1인 최대 50~100만원)

과 정 기 간 내 용

유통/창업 실무 교육 (유명 셰프 특강 포함) 7월 1개월 위생/서비스/재고관리 교육 등

청년식당 매장 A/R 근무 및 과제 수행
8월 1개월

우수 인재 당사 청년식당 실습 기회 제공

과제발표 및 장학금 수여 과제발표 및 장학금 수여

지원자 개별 메뉴 개발 9월 1개월 지원자 개별 메뉴 개발 기간

창업 준비 지원 10~12월 3개월 메뉴 개발/디자인 컨설팅 등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및 창업지원 장학금 지원 (1인 최대 100만원)



 5. 참여자 특전

    1) 유통-Dream Makers 장학금 최대 100만원(1인 기준) 

    2) 식대 및 교통비 지원

    3) 당사 A/R 근무 시, 근무수당 지급

    4) 롯데 공식 인증 수료증 발급

    5) 과제 발표 우수자 대상, 포상금 지원

    6) 일반 프로그램 우수자 대상, 해외유통 견학(베트남) 지원  

      

 6. 진행 일정

구 분 사전 홍보 신청/모집 인원 선발 발대식 과정 진행

일 정 ~2/21 2/22~3/10 3/19 3/25 (예정) 4/1~12/31

비 고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다소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