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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기업 및 기관, 대학 Clarivate Analytics 제품 사용자 및 연구/특허/브랜드 담당자
제목 :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Innovation Forum Korea 2017 개최 안내
귀 교(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는 오는 6 월 1 일, 학술 연구와 생명 과학, 지적 재산권과 브랜드 관리 4 가지

영역에 대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와 이에 대한 전략적 제언을 마련하여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6 년까지 오픈 세미나로 선보였던 당 행사는 2017 년부터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중국, 대만 및 South
East Asia 지역과 공동으로 ‘Innovation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적인 혁신의 결과는 이제 지역 및 언어는 물론, 비지니스의 경계를 넘는 시각과 전략적 콜라보레이션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비지니스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발견과 이를 지탱하는 상업화 및 보호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2017 Innovation Forum 을 통해 나눠보시고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정교한
Information Analytic Intelligence 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 행사에는 내부 및 외부에서 깊은 교류를 맺어온 각 분야의 전문가가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4 가지의 주제로 동시에 진행되는 강연 중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이동 및 참석하실 수 있으므로, 이제까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에 보시고 여러분의 시야와 인사이트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본 기회를 통해 일선에 계신 다른 동료 분들과 네트워킹과 업무 교류를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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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 Innovation Forum Korea 2017 - Discovery through Collaboration
주

최 :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

행사일시 : 2017 년 6 월 1 일 오전 10 시 – 오후 3 시 30 분

행사장소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B1 그랜드볼룸 (약도)

등록방법 : 클래리베이트 홈페이지(이벤트) 및 발송된 email 을 통해 참가 신청

등록조건 :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VIP 및 초청 고객 누구나 (선착순 마감)

등록비용 : 무료 (간단한 점심 식사와 다과가 준비됩니다.)

숙박문의 : 행사 참가자 대상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할인 숙박 가능 (1 박 : 23 만원 ++)
Claus.kim@marriott.com
주차문의 : 무료.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주차 후 행사장에서 주차권을 발급
아무쪼록 참석하셔서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

(별첨 : 행사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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