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인의 Thinking Partner”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임원단, 경영자 코치 및 회원사

제  목 2022년 9월 4주차 협회 주간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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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9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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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4주차 주간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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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9월 4주차 주간 일정표

항목 26일(월) 27일(화) 28일(수) 29일(목) 30일(금)

 협회장 일정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17시 10월 1주차 주간일정 보고 l 15시 9월 업무 결산 보고

경영지원사업부

(담당자 : 김동관)

l 이노비즈 서류 
준비(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l 상표, 특허 출원 컨설팅 계약 
확정(시크한)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회원사 R&D 컨설팅(에듀트레블가유)
l ISO 인증 컨설팅(시크한, 

클레브레인)

코칭 일정

(담당자 : 이환호)
l 경영자코칭 지원사업 일정 취합

l 10시 30분 경영자코칭 
지원사업(캄스페이스) - 김지원 코치 
참관

l CEO 멘탈코칭 지원사업 추가 자료 
조사

l 통합자문서비스 안내(에듀트레블가유)l 9월 코칭 내용 결산

아카데미사업부

(담당자 : 정제훈)

l 중앙회 지회,지부 운영 메뉴얼 수정
l 효과적인 경영자코치 활동자료 

업데이트

l 경영자코치 상담 및 교육
l 효과적인 경영자코치 활동자료 작성

l 전문코치 메뉴얼 준비
l 경영자코치 상담 및 교육

l 경영자코치 메뉴얼 교육안 수정 
l 경영자코치 역량강화 기업법률 준비
l 아카데미사업부 주간일정 작성

l 중앙회 운영 메뉴얼 교육안 수정
l 경영자코치 모집 구성안 작성
l 아카데미사업부 주간활동 보고

미디어영상사업부

(담당자 : 이환호)

l 믹스비전 홍보영상(1차 시사 및 
수정, 최종렌더링 공유)

l 경영자코치 명함 제작 및 수령

l 믹스비전 홍보영상 업무 일지 정리
l 에코시락 홍보영상 필요자료 요청 및 

1차 기획안 작성
l 임직원 프로필 보정

l 에코시락 홍보영상 기획안 수정
l 콘티 작성
l 도킹블록 홍보영상 피드백 소통

l 11시 믹스비전 홍보영상 업무 평가
l 에코시락 홍보영상 가편집

l 지원사업 선정기업 영상 제안

대외협력사업부

(담당자 : 정제훈)

l 제2회 Corebiz IR캠프 참가자 CMR
l 엔젤클럽 이메일 마케팅
l 공유오피스 업무시설 협약서 소통
l 경영자코치 업무 매뉴얼 수정
l SNS홍보채널 개선(네이버밴드)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5회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 홍보
l 스타기업 프리액셀러레이팅 홍보
l 협회 활동 홍보 컨텐츠 수집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협회 홍보/마케팅 연구
l 16기 경영자코치 홍보
l 제휴사 서비스 조사 
l 신생기업 회원사 이메일 영업

l 기업인증현황 및 연구소관리
l 벤쳐캐피탈 제휴사 영업
l 등기이사 및 지회장 주간일정 취합
l 대외협력사업부 주간일정 작성

l 대외협력사업부 주간활동 보고
l 회원사 인증현황 업데이트
l 경영자코치 정회원 업데이트
l 10월 지원사업 홍보

중앙회 사무처

(담당자 : 이환호)

l 홈페이지 수정 사항 정리
l 11시 홈페이지 개편 회의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9월 서포터즈 마감
l 기부금 플랫폼 상세자료 수집
l 협회 회원사 변동사항 확인
l 영리법인 설립 진행
l 각종 제안서 디자인 리폼
l 중앙회 매뉴얼 세부조정

l 제2회 Corebiz IR camp 참석
l 제6회 경영자코칭 지원사업 공고 

신청
l 제3회 Pre-Accelerating 지원사업 

공고
l 9월 서포터즈 게시글 피드백
l 기부금 플랫폼 상세계획안 작성
l 협회 회원사 변동사항 확정

l 11시 미디어사업부 보고
l 10시 홈페이지 개편 회의
l 9월 서포터즈 수당 정리
l 영리법인 설립 마무리
l 중앙회 매뉴얼 세부조정 마무리
l 10월 1주차 주간일정 정리

l 제2회 Pre-Accelerating 신청 마감
l 제1회 기술이전 코칭 지원사업 신청 

마감
l 제5회 경영자코칭 지원사업 신청 

마감
l 기부금 플랫폼 진행
l 등기국 방문
l 협회 회원사 현황 초안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