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26회
2014. 5. 12(월)~16(금)

Going Global, Growing SMEs

제26회

우리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여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

간

2014. 5. 12(월) ~ 16(금)
지
역
전국 12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대구, 창원, 제주 등
주
제
Going Global, Growing SMEs
글로벌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공동주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코스닥
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소
기업융합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주관기관
경남은행, 공정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부산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상공인희망
재단, 창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홈앤쇼핑, KOTRA
지원기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문화
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17조)

5.12(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2(월) 14:00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 2124-3274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신문지상 좌담회
●
●
●
●

일시
장소
주최
문의

5. 12(월) 14:00 ~ 16:00
무등일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0038

│신문지상 토론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2(월) 16:00
지역본부 회의실(드림피아 3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118

공동 주최·주관기관
│광명시 중동·북아프리카 시장개척단
일시 5. 12(월) ~ 5. 21(수)
● 장소 알제리(알제), 터키(이스탄불),
이집트(카이로)
● 주최 광명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KOTRA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문의 031) 259-7904/ 02) 3460-7485
●

│2014 광주광역시 유럽무역사절단
일시 5. 12(월) ~ 5. 15(목)
● 장소 영국(런던), 벨기에(브뤼셀),
그리스(아테네)
● 주최 광주광역시, KOTRA 호남권지원단
● 문의 062) 369-9055
●

│인천시 유럽시장 개척단
일시 5. 12(월) ~ 5. 21(수)
장소 헝가리(부다페스트),
폴란드(바르샤바),
오스트리아(빈)
● 주최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 문의 032) 450-1138
●
●

│2014년 카타르 도하 건축 전시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2(월) ~ 5. 15(목)
Qatar National Convention Centre
ifp Qatar (KOTRA 해외전시팀)
02) 3460-7243

5.13(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 │「통일경제시대 대비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
● 일시 5. 13(화) 15:00 ~ 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주최 중소기업중앙회(글로벌협력부),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 문의 02) 2124-3181

일시 5. 13(화) 10:30~12: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통상정책실),
중소기업연구원, IBK경제연구소
● 문의 02) 2124-3161

●

●

●

●

│TV 홈쇼핑 입점을 위한 1:1 MD상담회
일시 5. 13(화) 14:00 ~ 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조합진흥부),
(주)홈앤쇼핑
● 문의 02) 2124-3232
●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대구경북 우수 중소기업인 간담회
일시 5. 13(화) 11:30 ~ 13:00
● 장소 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3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은행
● 문의 053) 524-2118, 740-2328
●

│광주전남 소상공인 포럼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3(화) 11:00
피렌체호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0037

│신문지상 좌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3(화) 11:00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 241-0013

│대구경북 해피비즈라이프지원단
소통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3(화) 11:30 ~ 13:00
세인트웨스턴호텔 샹드리에홀(7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508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3(화) 14:00 ~ 17:00
충남 아산시청 시민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0903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3(화) 11:00 ~ 13:00
백리향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 214-6605

공동 주최·주관기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4
일시 5. 13(화) ~ 5. 16(금)
● 장소 KINTEX
● 주최 KOTRA(전시총괄팀),
한국식품산업협회,
Allworld Exhibition
● 문의 02) 3460-7251
●

│2014년 아이디어 벤처카운슬링 마켓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3(화) 13:30~ 18:30
서울여자대학교(수도권)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확산팀
02) 2156-2163

5.14(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 창조경제 공감콘서트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5:00 ~ 17:30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
02) 2124-3171

│2014 아프리카 시장개척사업
일시 5. 13(화) ~ 5. 17(토)
장소 라고스
● 주최 KEPCO,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KOTRA(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문의 02) 3460-7488
●
●

│소상공인·전통시장 단체장 간담회 개최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3(화) 10:30 ~ 1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교육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송정보팀
042) 363-7781

5.14(수)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4(수) 11:00
인터불고호텔 아망떼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11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의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1:00
라마다광주호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9559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CEO 강좌 │경기지역 소상공인포럼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3:30
인천세무고등학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 437-8703

│인천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4(수) 16:00 ~ 18:00
이비스앰배서더호텔 깐느1홀(3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 259-7802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4(수) 16:00 ~ 18:30
라마다호텔 직지홀(3층)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 236-7050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1:30 ~ 13:30
이비스앰배서더호텔(6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 259-7802

│차세대 리더스 교류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1:00 ~ 13:3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의실(3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5548

│제주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4(수) 11:00
도라지회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064) 758-8580

공동 주최·주관기관
│「소상공인 온라인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기술보증기금 서울기술융합센터 업무안내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4(수) 16:30 ~ 18:00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층)
중소상공인희망재단
02) 786-2000

│제15차 한일 중소기업지원기관
정례회의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 14(수) 14:00
여의도 렉싱턴호텔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 769-6706

일시
장소
● 주최
●문의
●
●

5. 14(수) 13: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 로비(2층)
기술보증기금 서울기술융합센터
032) 830-5781

│2014 일본 도쿄 IT전시회(Japan IT Week)
일시 5. 14(수) ~ 5. 16(금)
장소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ght)
● 주최 Reed Exhibition Japan Ltd
(KOTRA 해외전시팀)
● 문의 02) 3460-7257
●
●

5.15(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2014 삼성 협력사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일시 5. 15(목) 10:00
장소 코엑스 C홀 전시장(3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IBK기업은행 기업지원부
● 문의 02)2124-3131, 031) 277-0486
●
●

│공제사업기금 30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
일시 5. 15(목) 15:00~16:3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공제기금실),
IBK기업은행
● 문의 02) 2124-4322
●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서울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개소식
일시 5. 15(목) 14:00
장소 중소기업DMC타워 대회의실
(3층, 상암동)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문의 02) 2124-4381

│대전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5.15(목) 11:00 ~ 13:00
장소 유성리베라호텔 피어니홀(14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지방조달청
● 문의 042) 864-0903

●

●

●

●

공동 주최·주관기관
│창조기업을 위한 창업콘서트
일시 5.15(목) 14:00~17:30
● 장소 신용보증기금 본점 강당(19층) 및
하모니홀(20층)
● 주최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 문의 02) 710-4415
●

│제9차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5(목) 09:00 ∼ 13:00
여의도 콘래드호텔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 769-6706

│2014년 아이디어 벤처카운슬링 마켓 │독립 자영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5(목) 13:30~ 18:30
호남대학교(호남권)
한국여성벤처협회 창조확산팀
02) 2156-2163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5(목)
삼성생명 충청본부(대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업기획팀
02) 3471-8135

5.16(금)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대·중소 유통분야 상생 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회

│문화와 함께하는 모범 외국인근로자
위로행사

일시 5. 16(금) 14: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정책실),
한국중소기업학회
● 문의 02) 2124-3124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

5. 16(금) 09:00 ~ 18:00
경복궁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 2124-328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제주 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
일시 5. 16(금) 16:00
장소 제주그랜드호텔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064) 758-8580
●
●

공동 주최·주관기관
│「새정부의 소상공인정책 평가와 과제」 │중소기업 생산성혁신 지원사업 설명회
심포지엄
● 일시 5. 16(금) 15:00 ~ 16:30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6(금) 16:30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2층)
소상공인연합회
02) 786-7855

│「소상공인 일일 사내변호사」 법률상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 16(금) 15:30 ~ 17:30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2층)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 2124-3124

장소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장(805호)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 문의 02) 724-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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