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구미지역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도모
인턴십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 모색
구미산업단지의 새로운 산업 발굴
구미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 Bestwestern Hotel

베스트웨스턴 구미호텔
TEL : 054-462-6000
ADD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05

● 일 시 : 2011. 3. 30(수) 07:30~09:20(조찬회) ● 장 소 : 베스트웨스턴 구미호텔 사파이어홀(3층)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대학본부 311호)
경북 구미시 산호로 77 (양호동 1번지)
Tel: 054) 478-7881, 7899 Fax: 054) 478-7882

요금별납
구 미
금오공대우체국

제9회 kit+ 산학연포럼
주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

招請의 말씀
어느새 앙상한 나뭇가지에 여린 연두 빛 새싹이 돋고, 꽃봉우리가 맺히는 생기(生氣) 넘치는 봄날입니다.
그동안 kit+ 산학연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업체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미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지원기관 임직원과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은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로 우리 구미지역 산학연관의 활발한 소통과 의견교류의 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산학협력과
실질적인 공학교육 구현을 위하여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9회 kit+ 산학연포럼은 창업진흥원 김영식 이사장님을 모시고“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에 관한
고견을 듣고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산학연 관계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본 포럼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인재양성,
미래 산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7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일정
● 주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창업
일 정

내 용

비 고

07:30 ~ 08:00

30분

조찬

08:00 ~ 08:10

10분

국민의례
인사말

금오공대 총장

08:10 ~ 08:20

10분

제 8회 포럼 결과 공지 및 연사소개

멤버십 위원장

08:20 ~ 08:50

30분

초청연사 주제 발표

08:50 ~ 09:00

10분

질의응답

09:00 ~ 09:10

10분

산업체 기술지도 우수사례 발표

성현C&T 대표

09:10 ~ 09:20

10분

질의응답 및 공지사항

멤버십 위원장

참가신청
●일

시 : 2011. 3. 30 (수) 07:30 ~ 09:20 (조찬회)

●장

소 : 베스트웨스턴 구미호텔 사파이어홀 (3층)

● 참가신청방법

1) 홈페이지 신청 : http://forum.kumoh.ac.kr
2) 전화 또는 E-mail 신청
● kit+ 산학연포럼

사무국

TEL : 054) 478-7899 FAX : 054) 478-7882 E-mail : essong@kumoh.ac.kr

※ 자리배치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월 25일(금)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