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기술이전 네트워크의 중심”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수    신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KAUTM 영남권 지회「TLO 세미나 및 교류회」개최 안내

  
          1. 귀 대학(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KAUTM 영남권 지회 TLO 세미나 및 교류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영남권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22일(화), 1박 2일

          나. 장    소 :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세미나홀

          다.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라.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마. 참석대상 : 영남권 대학 TLO 실무담당자

구분 대학명

영남권

경남대, 경북대, 경일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인제대, 신라대, 창원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 상기 대학 이외에 해당 권역 대학 TLO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바.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비 고

10/21

(월)

13:30∼14:00 등록 -

14:00∼14:30
2019년 하반기 대학 TLO 공동사업 안내

(산학협력엑스포 등)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기술 부장

14:30∼15:00
대학 TLO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성과 공유

(경상대, 전남대, 부산대, POSTECH)
각 대학 TLO 담당자

15:10∼16:30

[R&BD 연구기획] 대학 TLO R&D 융복합 방법론

- 기술(technology) 이외 분야(상표, 디자인 등)의 

융복합을 통한 R&D 기획, 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곽재석 차장

16:40∼18:00

[TLO 이슈] 대학 기술이전 관련 회계/세무 이슈

- 기술이전/무상특허양도 건에 대한 과세 이슈

- 기술이전 시 과세 관련 검토 사항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정봉 팀장(회계사)

18:00∼21:00 네트워킹 만찬 -

10/22

(화)
09:30∼11:00

[멘토링] 대학별 융복합 연계 우수 사례 및

    향후 추진 방향 토의
참석자 전원

 



 

 

 

 

 

 

 

 

 

 

 

 

 

 

 

 

 

 

 

 

 

 

 

 

 

 

붙   임 : 1. 영남권 지회 TLO 세미나 및 교류회 안내문. 끝.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장

수신처 경남대, 경북대, 경일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인제대, 신라대, 창원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기안 고은영 10/01  검토 최경하 10/01  승인 장기술

협 조

시 행 Kautm 제2019-043  (2019-10-01)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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