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강국의 미래, KEIT가 열어갑니다.(KEIT Magic for Tech Leading Kore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KOREA TECH SHOW) 단체참관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 주최『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KOREA TECH SHOW)』 행사를 주관
하고 있으며 오는 2017. 11. 16(목) ~ 18(토) 3일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예정입니다.
3. 금번 전시회에서는 산업부 R&D 우수 성과전시(신기술‧신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체험관 운영 및 포럼, 컨퍼런스, 기술사업화,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R&D
관련 부대행사를 마련함을 알려 드리오니 귀 기관의 임직원은 물론 지원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많은 관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행사개요
ㅇ (내용) 산업부 R&D 우수 신기술․제품 전시,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산업플랫폼
컨퍼런스, 상생발전포럼, 투융자상담회, 기술사업화 행사, 채용박람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산업융합아이디어경진대회, 사진‧영상공모전, 행사
참관기 공모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
ㅇ (일시/장소) `17.11.16(목)~18(토), 3일간 / COEX 3층 D홀
ㅇ (참관대상) 전 국민 (참관비 : 무료)
ㅇ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나. 협조요청사항
ㅇ 홍보부서 또는 기업지원부서에서 기관 임직원 또는, 지원기업 대상 단체참관 프로그램 운영
- 단체참관 기관에는 희망시 전문 도슨트 배치 및 전시장 안내 지원
ㅇ 행사홍보
- 기관내 주요 게시판에 포스터부착 및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관
기관 행사소식란에 게재 (공지사항, 팝업배너 등)
※ 배너파일, 포스터 이미지 파일 등 자료는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R&D 대전 행사
홈페이지(www.rndkorea.net)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사용

다. 문의처
ㅇ 행사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R&D대전 사무국)
(Tel : 02-6080-0827, 0647, 0649)
(첨부) 1.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행사소개
2. 단체참관등록신청서.
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전국 대학교총학장(산학협력단장,링크, 한국공학한림원(사무처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사무국장),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사무국장), 한국산학협력협회장(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장(대외협력팀장), 전국과학연구단지협의회회장(사무국장), 벤처기업협회회장(경영기획실장),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표준협회회장(홍보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경
영기획실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기획조정팀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경영지원팀장),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경영지원팀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사무국장), 차세대융합콘텐
츠산업협회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능률회회장(경영기획실장), 한국발명진
수신자

흥회회장(경영기획실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금형산업진흥회회장(사
무국장),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사무국장), 한국전
기산업진흥회회장(사무국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회장

(사무국장),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바이오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기술지주회
사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정보협력부장), 3D융합산업협회회장(사무국
장),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무역협회회장(홍보실장), 한국고령친화용품산
업협회회장(사무국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사무국장),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회장(사
무국장), 한국기술금융진흥협회회장(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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