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려요.

카드뉴스 [제22-18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개최

취업역량강화캠프 - 취업특강 & 컨설팅

9.21 (수) 9.22 (목) 9.23 (금) 9.24 (토) 9.25 (일)

강원투자 IR 피칭데이
K-큐브 중앙홀

9:00 ~ 12:00

지역-대학 상생발전 포럼
AMP컨퍼런스홀

14:20 ~ 16:40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후기 발표회
AMP컨퍼런스홀

17:00 ~ 18:30

산학협력 홍보부스
AMP컨퍼런스홀 로비

※ 대동제 연계 진행(20~25일)

원스톱창업상담창구
함인섭광장

10:00 ~ 12:00

산학협력 컨퍼런스
K-큐브 중앙홀

13:30 ~ 14:30

스타트업 파트너스데이
K-큐브 중앙홀

14:30 ~ 17:00

드론메이커 경진대회
K-큐브 중앙홀

10:00 ~ 12:00

취업역량강화캠프
- 모의면접

K-큐브 본관동

14:00 ~ 17:00

KNU 창업키움 토크콘서트
60주년기념관 111호

14:00 ~ 16:00

드론 페스티벌
K-큐브 일원

드론 축구대회
K-큐브 드론축구장

9.21 (수)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K-큐브 본관동

9.22 (목)

1:1 자소서 비대면 컨설팅
ZOOM

9.23 (금)

현직자 취업특강 & 멘토링
K-큐브 401호

행사개요

행사일정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2022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주간

2022년 9월 21일(수) ~ 25일(일) (5일간)

KNU스타트업 큐브, AMP컨퍼런스 홀 등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LINC 3.0사업단, 창업중심대학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산학협력주간’이란?
대학·지역·기업이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의식함양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산학협력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 및 대학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행사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소개

강원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선정에 따른 기술핵심기관으로써 대학의 

역할과 ‘바이오의약신소재’ 분야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지역-대학

상생발전 포럼

idea Lab,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소감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소통의 장 마련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후기 발표회

도내 기업 및 혁신기관, 입주기업, 가족회사, 교원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내 산학협력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소개와 정보교환을 통한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산학협력

컨퍼런스

학생창업기업, 창업동아리 등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특강을 통한 창업사례 공유와 창업의식 함양

KUN 창업키움 

토크콘서트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산업분야로 각광받는 드론에 대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드론산업에 대한 붐 조성과 신산업 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
드론 페스티벌

•문 의 처•

산학협력단 산학전략팀

LINC 3.0사업단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최진우 팀장

정진미 팀장

현상우 팀장

033-250-6927

033-250-6580

033-250-6927

jinu@kangwon.ac.kr

monica1224@kangwon.ac.kr

hyunsw2001@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