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인의 Thinking Partner”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임원단, 경영자 코치 및 회원사

제  목 4월 1주차 협회 주간 일정 안내

    

      1.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등기이사, 본부장, 지회장, 경영자 코치 및 회원사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4월 1주차 협회 주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3. 협회장님 또는 협회 중앙회에 일정 추가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인 이환호 사무국

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환호 사무국장 (010-3576-3193)

     ○ 붙임 : 4월 1주차 주간 일정표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장

사무처 
매니저 사무국장 이환호 사무총장 (공석) 협회장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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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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협회장 일정 l 플래닝고 영상 기획 보고
l 주간일정 보고
l 11시 삐에아떼르코리아 자문서비스

l 17시 그리디 경영자 코칭
l 18시 회계사 미팅

주요 행사

임원 일정

경영지원
사업부

경영지원 
서비스

l 경영지원 관리자 미팅
l 도킹블록 조달 사업 준비

l 한국이러닝교육원 벤처 아이템 준비
l 카이엘코리아 견적 확인

l 카이엘코리아 연구소설립 착수
l 삼성인테리어필름 디자인 연구소 설

립
l 14시 유커넥션 경영자 코칭

l 경영지원 관리자 미팅
l 17시 그리디 경영자 코칭
l 18시 회계사 미팅

인증 외
(지식재
산 등)

l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특허 아이디어 
조사

l 한국이러닝교육원 특허 아이디어 조
사

l 도킹블록 기술 보호 아이디어 구축 l 카이엘코리아 특허 출원 l 삼성인테리어필름 특허 절차 피드백 l 스타기업, 미창판 특허 업무 진행

아카데미사업부
l 코칭 실무 피드백 수집
l 2회 전문코치 선발 준비

l 코칭 실무 피드백 수집 l 코칭TOOL 강의 개편 기획 l 코칭TOOL 강의 부분 촬영
l 코칭TOOL 강의 부분 촬영
l 경영자코치 직무설명회 구상

미디어영상사업부
l 영상 서비스 시장 조사
l 플래닝고 홍보 영상 기획

l 플래닝고 홍보 영상 견적
l 플래닝고 홍보영상 스케쥴 정리
l 세부 기획안 작성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 영상 기획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영상 스케쥴 

정리

대외협력사업부
l 서울공유오피스 TM
l 통합자문서비스 제안서 작성

l 창업보육센터 운영제안서 작성
l 부산 공유오피스 제휴 착수
l R&D 운영 코칭 영업 착수

l 협력사 소통(또림라이브, 밝은세상안
과)

l 개별 기업 영업 전략 구축

l 11시 삐에아떼르코리아 자문서비스
l 14시 유커넥션 경영자코칭
l 더리즌밸리 방문 영업

l 지회장 소통
l 공유오피스 영업 진행

중앙회 사무처

l 서포터즈 해촉 공지
l 서포터즈 3월 활동비 지급
l 위촉식 언론홍보 진행
l 위원 명함 제작

l 서포터즈 4월 주제 선착순 신청
l 나눔닷컴 서비스 메뉴 게시
l 다음 키워드 광고 시작
l 지식재산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l 10시30분 위드소프트 미팅(이환호, 
한예린)

l 오키로키친 제휴 언론홍보 진행
l 스타기업 육성프로그램 연장

지회 일정 l 부산 부경노무 미팅(부산) l 대외협력사업부 소통

비고

 ○ 붙임 : 4월 1주차 주간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