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인의 Thinking Partner”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등기이사 및 지회장

제  목 2022년 9월 정기 이사회 및 2회 Accelerating 세미나 안내

      1.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등기이사 및 지회장님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2022년 9월 정기 이사회 및 2회 Accelerating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중요 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참석 
부탁드립니다. 

      3. 부득이 참석을 못하는 분은 위임장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보내실 이메일 : advisor@ceo-korea.org

-  아      래  -

    □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오후 11시00분~12시00분(등기이사회),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13시00분-15시30분(경영자코치 수료식 및 Accelerating 세미나), 온라인끝 세미나
                                  
     
    □ 장소
       1.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66 더리즌밸리 지식산업센터 512호
       2. 온라인끝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A동 16층 1608호

    □ 주요안건(등기이사회/전체회의)
- 협력사 업무협약식

- 지회확대방안

  - 업무 결산 및 계획

- 신규 지원사업 안내

      - Accelerating 세미나

    □ 참석대상       

등 기 이 사 :  유재영, 최성규, 김용태, 김동관, 모정숙, 김영칠

지회 및 지부 :  이용관, 김동관, 이행준, 김종천, 김성민, 이성재, 이현우

사 무 처 :  이환호, 정제훈

첨부자료 – 등기이사회 및 2회 Accelerating 세미나 일정표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장

대외협력이사 정제훈 사무국장 이환호 사무총장 (공석) 협회장 유재영

@D-@N 172300,5246

시행 IBA 제2022-0125호 ( 2022.09.02 ) 접수 ( )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9길 66 더리즌밸리 지식산업센터 제512호   http://www.ceo-korea.org

전 화 02-858-3411    전송 02-858-3412 /  manager@ceo-korea.org

http://www.innobiz.or.kr


■ 등기이사회 및 Accelerating 세미나 일정표

■ 참석명단

■ 마케팅 및 홍보방안

시간 순서 내용 비고 담당

11:00 ~ 12:00 정기 이사회 주요안건 및 의결  등기이사 이환호

12:00 ~ 13:00
중  식

담 당 자 : 테이블 세팅, 컴퓨터 확인, 프로젝터 및 포인터 확인, 협회자료 확인

13:00 ~ 13:25 협회소개 프로그램 목적과 취지 소개 전체참여자 이환호

13:30 ~ 13:55 효과적인 코칭활동 교육 전체참여자 정제훈

14:00 ~ 14:20

 경영자코치 수료식

협력사 소개

VC대표 소개

공유오피스 대표 소개

경영자코치 수료식

(지대근, 이현동, 홍삼열, 

김지원)

전체참여자 정제훈

14:25 ~ 15:30 Accelerating 세미나
등기이사, 

지회장, 사무처장
이환호

사무국 등기이사 지회장 및 사무처장 수료 경영자코치

유재영, 이환호, 정제훈 

이효범, 김유나

최성규, 최형남, 김용태, 

김영칠, 모정숙

부산 : 김동관+코치2명

경기 : 이행준, 이현우

광주 : 이용관, 이성재

충남 : 김종천

충북 : 김성민

지대근, 이현동, 홍삼열, 

김지원

5 명 5 명 9 명 4 명

총  23명

구분 구분 일정 주요 프로그램 내용

CRM

등기이사 및 지회장 1차 22.09.06일(화)

2차 22.09.13일(화)

3차 22.09.20일(화)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임직원 및 회원 대상 

이메일 및 전화, 문자 홍보
정회원사 및 협력사

경영자코치

배너
한중협 가입 회원 

전체 대상

22.09.06일(화)

~09.21일(화)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 내 

메인배너 게시

SNS

블로그

중소기업, 투자자

스타트업

22.09.06일(화)

~09.20일(화)
서포터즈, 영상제작을 통한 적극적 홍보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 세부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장소섭외 ~22.09.08일

마케팅 및 홍보진행 22.09.06일~22.09.20일

홍보영상 제작 ~22.09.08일

현수막 및 배너 디자인 제작 ~22.09.15일

코칭활동교육 및 세미나 자료 완성 ~22.09.16일

최종참석인원 확정 ~22.09.16일

월 화 수 목 금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운영회의 구성안 완성 홍보영상제작 배너 디자인 제작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1차 CRM 시작

배너 홍보

SNS 홍보

장소섭외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현수막 제작 2차 CRM 최종참석인원 확정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3차 C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