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인의 Thinking Partner”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임원단, 경영자 코치 및 회원사

제  목 2022년 6월 3주차 협회 주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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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6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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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주차 주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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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6월 3주차 주간 일정표

항목 13일(월) 14일(화) 15일(수) 16일(목) 17일(금)

 협회장 일정
l 14시 예비협력 사업 미팅
l 16시 예비협력 사업 미팅

l 앤드어스 지원사업 발표심사 참석 l 2022 한중골 협회장배

경영지원사업부
l 서비스 현황 정리
l 컨설팅 제안서 정리
l 삐에아떼르 벤처 작성

l 신규 회원사 연구소 설립
l 삼성인테리어필름 연구소 설립

l 앤드어스 지원사업 발표심사 참석
l 스타기업 서비스 진행 추진
l 고기로팜팜 벤처투자유형 신청

l 스타기업 서비스 진행 추진
l 클레브레인 벤처투자유형 신청

코칭 일정
l 1회 경영자코칭 지원사업 3회기 일정 

수립
l 썸비스 지원사업 런칭 기획

l 코칭일지 정리 l 엑셀러레이터 등록 여건 정리
l 도킹블록 통합자문서비스
l 예담은 통합자문서비스

아카데미사업부 l 창업자 기본 교육 기획 l 경영자코치 관리
l 경영자코치 역량강화교육 기획 

(블록체인)
l 경영자코치 역량강화교육 기획 

(투자유치)

미디어영상사업부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영상 1차 

완성본 전달
l 신입 PD 교육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영상 피드백
l 신입 PD 교육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영상 
보완/수정

l 삼성인테리어필름 홍보영상 2차 완료 
및 전달

l 컨퍼런스 스케치 영상 편집
l 미디어 영상 영업 전략 구축

대외협력사업부
l 공유오피스 제휴사 영업
l 지원사업 홍보 이메일 기획
l 겟리스폰스 사용법 PPT 작성

l 컨퍼런스 참가기업 자료 발송
l 신생기업회원사 영업
l 주간 경영자코치 소식 기획
l 이메일 영업 흐름 작성

l 13시 스타일쿡 제품상담 (정제훈)
l 협력사 관리
l 벤처기업 회원사 영업
l 경영자코치 직무설명회 기획
l 영업/마케팅 직무 기술서 수정

l 창업보육센터 제휴사 영업
l 벤처캐피탈 네트워킹 방안 기획
l 기업 DB 구축 방법 작성

l 12시 어썸벤쳐스 미팅
l 판로지원사업 기업 발굴안 기획
l 필요/참고 자료 참조본 작성

중앙회 사무처

l 앤드어스 지원사업 발표심사 
타임테이블 공지

l 나눔 Project 성공사례 글 작성
l 흥선트레이딩 MOU 체결 언론보도 

추진
l 아라카와 언론보도

l 앤드어스 지원사업 발표자료 수합 
마감

l 판로개척 지원사업 절차 확정
l 뉴스레터 VOL.3 제작
l 펜타725 MOU 체결 언론보도 추진

l 앤드어스 지원사업 발표심사 참석
l k-startup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고 

요청

l 서포터즈 인터뷰 답변 수합 마감
l 차주 주간일정 작성 및 수합

l 앤드어스 지원사업 최종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