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2016. 1. 29.(금) 10:00 ~ 17:00개최일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1층 대강당, 전시실1~4)개최장소

행사규모 주최기관, 후원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역기반 기업 및 가족회사,
언론사 관계자 및 사전신청자ㆍ현장참가자 등 300여명 내외

상생 START, IP 비즈니스 포럼 2016행 사 명

(상생) 동북4구 대학의 상생협력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START) 실용화·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지역별
수요 기업에 직접 소개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및 찾아가는 IP 비즈니스 출범

주     최

후     원

참여기관

상생 START, 
IP 비즈니스 포럼
2016

상생 START, 
IP 비즈니스 포럼
2016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프로그램

10:00~10:25

10:25~10:30

11:00~11:10

11:10~11:35

11:35~12:00

12:00~13:30

10:30~11:00

현장 신청 등록 / VIP 티타임

개회 인사 및 행사 소개

VIP 인사말 및 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노원구 이노근 국회의원 

•노원구청장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아이디벤처스㈜ 대표이사

동북4구 연합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 추진 협약식

산학연공동연구법인(3D-EYES㈜) 설립사례 발표 및 창립식

찾아가는 IP 비즈니스 서비스 발대식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사업단 사업추진계획 발표

VIP 전시회 투어 / 오찬 (3층 전시실 4)

25분

5분

30분

10분

25분

25분

90분

시   간 내   용 배정시간

13:30~15:00

15:00~16:00

16:00~17:00

17:00~

대학보유기술 설명회(기술분야 : IT, BT, NT 분야 등)_2층 전시실 3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서울과기대 LINC사업단) 

•기술사업화 성공사례(㈜태창닛케이)   

•IP중심 U-테크 투자 프로그램 소개

  (아이디벤처스㈜ 유영철 상무)

기술상담 및 전시회_전시실 1, 3

폐회 (산학협력단)

•7호선 공릉(서울과학기술대학교)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5분 소요)

•1호선, 6호선 석계역 1번, 4번, 6번 출구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15분 소요)

•지선버스(초록버스) - 1136번, 1141번, 1224번, 1227번

•마을버스 - 03번

   노      선 : 석계역(1,4,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 - 하계동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0

•교내 경유 마을버스 - 13번

   노      선 : 석계역(1,4,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기대(교내 : 정문 - 다산관 - 

                 붕어방 - 다산관 - 주차로터리)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

[발표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1~기술2)

 1) 상하이동이 가능한 전동식 자동볼라드 : 김철호 교수 연구실

2) IoT관련 기술패키징 : 차재상 교수 연구실

[발표3] 국민대학교 (기술1~기술2)

1) 초발수/초발유 구조물 및 그의 제조 방법 : 임시형 교수 연구실

2) 잔류응력을 이용한 나노갭 센서 : 임시형 교수 연구실

[발표2] 광운대학교 (기술1~기술2)

 1) 테이블탑형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 : 김은수 교수 연구실

2) 이동통신 중계기 및 실내용 기지국에 사용되는 소형 광대역

   MIMO안테나 : 이병제 교수 연구실

30분

30분

30분

60분

5분

60분

찾아오시는 길

문의처 Ⅰ(주)윕스 이상준 책임연구원 / 02-726-1059 / lsj151214@wips.co.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은선 주임 / 02-970-9155 / kimes@seoultech.ac.kr

지하철 이용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