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R&D 획역량강화 교  프로그램(5월)

과�정�명 2016년� 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정규교육-일반),호남권

과정소개
(일반과정)� R&D기획을� 위한� 경영전략의�구체화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한� R&D기획
중심의�교육�수행

교육일정 2016년� 5월� 12일(목)� ~� 5월� 13일(금)� /� 2일�과정

모집인원 30명이상�최대� 60명

접수마감 2016년� 5월� 4일(수),� 18시(선착순으로�조기마감�될�수�있음)

교육장소
소상공인�교육센터(광주�상록회관�5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주전용�교육장,�혁신실)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1147� 상록회관� /� 062-367-0135)

교육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교육목적�및�신청자격

◦ 교육목적 :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관련 협회·단체의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활동을 촉진

하고자, 경영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R&D기획 중심의 교육 진행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교육내용

날짜 시간 교� 육� 내� 용

5.12(목)
-1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1(옵션과정)

09:30~10:00 기본과정 리뷰

10:00~12:00 환경 및 시장분석(1)

12:00~13:00 중식

13:00~14:30 환경 및 시장분석(2)

14:30~17:30 경영전략 수립

5.13(금)
-2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2(옵션과정)

09:30~12:00 기술전략과 R&D 기획(1)

12:00~13:00 중식

13:00~17:30 기술전략과 R&D 기획(2)

※ 상기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생 전원 무료 교육 (교재 및 중식 제공)

교육신청(2단계)

STEP� 1.

산학연Plus 시스템(http://plus.auri.or.kr)에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

*수료증이� ｢산학연Plus｣시스템에서� 발급되므로� 온라인� 신청� 필수

STEP� 2.

교육 담당자로 부터 안내메일 수신 후,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신청�완료

문   의

한국산학연협회�경영기획본부�기획교육팀

김민준 선임 042.720.3311 mjkim1013@auri.or.kr

김선희 선임 042.720.3315 sunny@auri.or.kr

조현국 주임 042.720.3312 hgjo@auri.or.kr

시행부처 :

전문기관 :

교육기관 :   



2016년 R&D 획역량강화 교  프로그램(5월)

과�정�명 2016년� 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정규교육-일반),동남권

과정소개
(일반과정)R&D기획을� 위한� 경영전략의�구체화과정,� 경영전략과� 연계한� R&D기획�
중심의�교육�수행

교육일정 2016년� 5월� 19일(목)� ~� 5월� 20일(금)� /� 2일�과정

모집인원 30명이상�최대� 60명

접수마감 2016년� 5월� 12일(목),� 18시(선착순으로�조기마감�될� 수� 있음)

교육장소
창원대학교�국제교류원�세미나실� 1,2실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 20� /� 055-213-2114)

교육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교육목적�및�신청자격

◦ 교육목적 :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관련 협회·단체의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활동을 촉진

하고자, 경영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R&D기획 중심의 교육 진행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교육내용

날짜 시간 교� 육� 내� 용

5.19(목)
-1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1(옵션과정)

09:30~10:00 기본과정 리뷰

10:00~12:00 환경 및 시장분석(1)

12:00~13:00 중식

13:00~14:30 환경 및 시장분석(2)

14:30~17:30 경영전략 수립

5.20(금)
-2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2(옵션과정)

09:30~12:00 기술전략과 R&D 기획(1)

12:00~13:00 중식

13:00~17:30 기술전략과 R&D 기획(2)

※ 상기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생 전원 무료 교육 (교재 및 중식 제공)

교육신청(2단계)

STEP� 1.

산학연Plus 시스템(http://plus.auri.or.kr)에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

*수료증이� ｢산학연Plus｣시스템에서� 발급되므로� 온라인� 신청� 필수

STEP� 2.

교육 담당자로 부터 안내메일 수신 후,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신청�완료

문   의

한국산학연협회�경영기획본부�기획교육팀

김민준 선임 042.720.3311 mjkim1013@auri.or.kr

김선희 선임 042.720.3315 sunny@auri.or.kr

조현국 주임 042.720.3312 hgjo@auri.or.kr

시행부처 :

전문기관 :

교육기관 :   



2016년 R&D 획역량강화 교  프로그램(5월)

과�정�명 2016년� R&D기획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정규교육-종합),충청권

과정소개
(종합과정)� 일반과정과�전문과정의�동일한�교재를�활용하되�핵심�내용을�요약하여
R&D� Life-Cycle� 전� 단계에�걸친�교육�실시

교육일정 2016년� 5월� 28일(토)� ~� 5월� 29일(일)� /� 2일�과정

모집인원 30명이상�최대� 60명

접수마감 2016년� 5월� 20일(금),� 18시(선착순으로�조기마감�될� 수� 있음)

교육장소
한국산학연협회� 7층�대회의실
(대전�서구�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042-720-3312)

교육기관 한국산학연협회

교육목적�및�신청자격

◦ 교육목적 :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관련 협회·단체의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활동을 촉진

하고자, 경영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R&D기획 중심의 교육 진행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교육내용

날짜 시간 교� 육� 내� 용

5.28(토)
-1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1(옵션과정)

09:30~11:00 환경 및 시장분석

11:00~13:00 경영전략 수립

13:00~14:00 중식

14:00~17:30 기술전략과 R&D 기획

5.29(일)
-2일차-

08:30~09:30 중소기업 지원정책 Part 2(옵션과정)

09:30~13:00 R&D 과제수행

13:00~14:00 중식

14:00~17:30 사업화

※ 상기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교육생 전원 무료 교육 (교재 및 중식 제공)

교육신청(2단계)

STEP� 1.

산학연Plus 시스템(http://plus.auri.or.kr)에 회원� 가입 후 

교육-수강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

*수료증이� ｢산학연Plus｣시스템에서� 발급되므로� 온라인� 신청� 필수

STEP� 2.

교육 담당자로 부터 안내메일 수신 후,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교육신청�완료

문   의

한국산학연협회�경영기획본부�기획교육팀

김민준 선임 042.720.3311 mjkim1013@auri.or.kr

김선희 선임 042.720.3315 sunny@auri.or.kr

조현국 주임 042.720.3312 hgjo@auri.or.kr

시행부처 :

전문기관 :

교육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