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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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과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여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제28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

간

2016. 5. 16(월) ~ 5. 20(금)  * 매년 5월 셋째주

지

역

전국 17개 시·도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주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제		

공 동 주 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주관

기술보증기금, 대구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홈&쇼핑, IBK기업은행, KOTRA

후원기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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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업체수 99.9%, 종사자수 8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러나 0.1%의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우리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금년 중소기업주간 슬로건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바른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중소기업인의 굳은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경제, 더 큰 나라의 주인공」  중소기업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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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월) 이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제28회 중소기업주간(5.16~5.20)
선포식 및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 10:30~11: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 2124-3112

- 중소기업중앙회 등 44개 중소기업단체와 유관기관
이 참여하고 정부, 지자체가 후원하는 제28회 중소기
업주간(5.16~5.20)의 시작을 선포
-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는 슬로건을 걸고, 바른경제 구현을 위한 시장공정성
강화, 금융·인력 등 자원의 공정한 배분, 스마트공장
등 생산혁신, 내수기업 수출화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절세전략 및 소득세 신고방법”

-제2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경영이슈 설명회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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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화)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중소기업중앙회 지식재능부
02) 2124-3333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대화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 15:00~17: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
02)2124-3171

- 대규모유통사업자(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O2O, 농협 등)와 납품
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 공정성 회복 목적
-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중
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정책반영을 추진

│중소기업 미래포럼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 15:00~18: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북세미나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 2124-3115

2016-04-29 오후 6:46:51

5월 16일 이전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구경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신문지상토론회
●

일시 5.10(화) 16:00~17:00

*신문게재 5.16(월), 매일신문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053) 524-2501
●

│광주전남 중소기업 수출 상담회
일시 5. 12(목) 14:00~17:00
장소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 소회의실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 문의 062) 955-0039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초청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 11:00~13:00
이중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 214-6607

│대구경북지역 협동조합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 09:30~16:00
보현산(경북 영천시 화북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501

│제주지방조달청장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2(목)
미정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064) 758-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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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월) 이전
공동 주최·공동주관 기관
│중국 시안 동서부 투자무역합작 상담회 및
실크로드 전시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3(금)~5.17(화)
중국 선양 곡강국제회전중심
KOTRA
02) 3460-7273

- 기업부스(뷰티, 패션, 생활용품, 의약품 등)
- 홍보·체험관(한국식품홍보관, K디자인상품관,
    VR+소비재상품체험존)
- 한류행사(개막식 참여, 팬사인회, 기자회견 등,
   스타 애장품 자선경매)

│2016 ASEAN DAY
일시 5.12(목) 10:00~17:00
장소 일산 킨텍스 2전시장 6홀
● 주최 KOTRA,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070) 7931-0456
●
●

│국내복귀기업 지원
일시 5월~6월 상시
장소 KOTRA 해외무역관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7개국, 12개 센터)
● 주최 KOTRA
● 문의 02) 3460-7364
●
●

│인도 라자스탄 한국전용공단 상담 및 정보제공 │투자진출기업 현지지원
일시 5월~6월 상시
장소 인도, 라자스탄주 길롯 한국전용공단
● 주최 KOTRA, 인도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
(RIICO)
● 문의 02) 3460-7365

일시 5월~6월 상시
장소 KOTRA 해외무역관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7개국, 12개 센터)
● 주최 KOTRA
● 문의 02) 3460-7365

●

●

●

●

│미얀마 투자조사단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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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미얀마
KOTRA
02) 346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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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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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 │해외로 Jump!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토크 콘서트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6(월)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1회의실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
02) 2124-3143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

5.16(월) 14:00~16:00
대전 리베라호텔 14층 피어니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 864-4105

- 수출 설명회 및 상담 제공으로 내수기업의 수출화 도모
- 수출 성공기업 전략 및 스토리 공유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다’ 이기찬 교수 특강)

-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 지식재산관련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

- 수출 멘토-멘티 간담회 및 협약체결

│ 「경기북부 특화산업 진단과 정책과제」 원탁회의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6(월) 16:00~18:0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5547

공동 주최·주관기관
│2016년도 상반기 지사화 전담직원 방한
설명회 및 상담회
일시 5.16(월)~5.20(금) 양재동 The K호텔
● 장소 서울 THE-K 호텔, 지방 5개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 주최 KOTRA
● 문의 02) 3460-7426
●

- 세계주요시장 수출전략 설명, 시장전문가 1:1 상담
- 지방 5개도시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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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통합설명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6(월)~18(수), 5.18(수)~20(금)
호남연수원, 경산연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55) 751-9724

- 수출마케팅 계획서작성방법, 협약체결방법,
   보조금 활용 및 정산방법
- 마케팅전략 및 조사분석기법, 수출마케팅 기법,
   수출시장 동향 등

2016-04-29 오후 6:47:16

5월 16일(월)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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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시장공정성 확립 의의와 과제"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7(화) 07:30~09: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 2124-3116

- 바른경제 구축을 위한 '시장의 공정성 확립'의
   의의와 실천전략 중심의 추진과제 논의
   (발제 :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 향후 포럼주제 : 공유경제 활성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6.16),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성과 제고
   (8.16)

│홈&쇼핑 1:1 입점설명 및 MD상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목) 10:00~16: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릴리홀)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산업부
02) 2124-3262

│2016 KBIZ Consumer Goods Fair
- 소비재 내수기업·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일시
장소
● 주최
● 주관
● 문의
●
●

5.17(화) 13:30~17:30
중소기업중앙회 B1층 그랜드홀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생활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02) 2124-3163

- 1:1 상담관 : K-Beauty, K-Style, K-Food &
    K-Home으로 구성
- 규격인증테마관 : 해외규격인증과 관련하여 한국의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품목별
   전문가가 개별상담
- 쇼케이스 :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통한 우리 소비재
   수출 관심도 제고 및 Global  K-Fever 확산 기여

│기업보증공제 안내 및 전자입찰 실무 강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3: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팀
02) 2124-4342

- 우수한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홈앤쇼핑
   MD와의 1:1 상담을 통한 판매 컨설팅 제공
- 참여 중소기업 중 품질, 가격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적합상품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한 홈앤
   쇼핑 입점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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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내수기업 수출활성화 좌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7(화) 11:00
산토리니 2층 (춘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일보
033) 241-0012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언론, 학계 등의  「소통의 場」
   으로써, 광주지역의 동반성장 방향 모색

- 도내 내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기업화 전략 토론
- 토론자 :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강원지방중소기업
    청장, 무역협회 등

│경남지방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1:00~13:00
창원호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 2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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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수) 11:00~13:30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9559

5월 17일 (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의 최근 화두인 “스마트팩토리 사업” 설명 및
   동반성장 실태관련 토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1:00~13:00
호텔인터불고엑스코 B1 블루벨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501

2016-04-29 오후 6:47:29

5.17(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알기쉬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용하기 │"상相상相이理상想" 협동조합 협업으로 희망찾기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7(화) 14:00~16:00
대전 KT인재개발원 2연수관 202호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 864-0903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6:00~17:00
중소기업DMC타워 4층 서울 BIZ-UP 카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 2124-4383

* 상相상相이理상想 : 서로서로 함께하는게 이상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문지상 좌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4:00~16:00
무등일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0038

│제39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일시 5.17(화)~5.23(월)
장소 전주 공예품 전시관 기획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 주최 전라북도,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 문의 063) 231-2288
●
●

공동 주최·공동주관 기관
│Yes! 신보 Creative 포럼
일시 5.17(화) 16:30~19:10
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컨퍼런스센터 1층)
● 주최 신용보증기금
● 문의 053) 430-4507 (기업지원부)
●
●

│중소기업청 유관기관 및 단체 청렴·윤리 실천협약식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4:00~14: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1회의실
중소기업청
042) 481-4338

│2016년 제2차 인재육성 HRD자문단 정기회의
- 전문가 특강 ‘스마트 신인류시대 비즈니스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전략’
  (최재붕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기기추진단장)
- 비즈니스 혁신사례 발표
- 참가자 수요에 맞춘 주제별 상담진행
   (보증연계투자, 특허·지식재산, 기술 개발·사업화,
    경영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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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7(화) 17:00~18:00
㈜연암테크(경남 창원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
055) 548-8042

2016-04-29 오후 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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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화)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2016-04-29 오후 6:47:41

5.18(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중소기업협동조합
│2016 창조경제 공감콘서트
-로봇 금융자산 관리, 빅데이터 활용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8(수) 15:00~17:1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정책실
02) 2124-312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8(수)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
02) 2124-3141

- 중소기업의 창조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기술변화, 미래산업 트렌드 등을 공유

- 주제발표 : 위기의 제조업, 스마트공장으로 돌파한다

- 중소기업 창조경제 성공사례 및 노하우 등 발표

- 토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설명회
일시 5.18(수) 10:00~12: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 문의 02) 2124-3117
●

- 사례발표 :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도입 성공사례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조합원의 밤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8(수) 18:00~21: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02) 782-1923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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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 15:00~17: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
중소기업청
02) 2124-3117

2016-04-29 오후 6:47:44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2016년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 성공전략 포럼

일시 5.18(수) 10:30
장소 부산울산지역본부 8층 회의실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 문의 051) 861-9375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

- 도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14회 전북 우수중소기업인 시상 및 중소기업
ceo 워크숍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8(수) 15:00~19:00
르윈호텔 백제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 214-6609

- 소상공인 성공사례 발표,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
   안내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CEO 강좌

│광주전남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8(수) 15:00~16:30
라마다호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062) 955-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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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 14:30~19:00
선프라자컨벤션센터 라비홀
충청북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 236-7082

5월 18일 (수)

│부산지역 기자와의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8(수) 13:40~15:30
인천 세무고 강당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 437-8714

2016-04-29 오후 6:47:46

5.18(수)
공동 주최·공동주관 기관
│2015년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협업사업화 전략캠프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6(목)~5.27(금)
양평 한화리조트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 2156-2162

│시간선택제 사업설명회 및 일家양득캠페인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창업기업과 선도벤처기업 간 우수한 협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연계를 통해 매출 및 고용 성과창출 목적

- 시간선택제 사업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

- 선도벤처기업과 창업기업 협업기획, 시장 트랜드, 협업
   및 M&A 등 협업전략 수립 지원
- 평가 우수기업 시상 및 IR 기회 제공

│생산성경영체제(PMS) 보급지원 설명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8(수) 15:00~16:00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
한국생산성본부 국가생산성추진팀
02) 724-1056

│2016 아시아 FTA 체결 3개국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세계주요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및 1:1 상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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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 10:00~17:00
대전 리베라호텔 2층 행사장
KOTRA,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341-8321

5.18(수) 미정
서울(미정)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일자리사업팀
02) 6203-0872

│일학습병행제 사업설명회
일시 5.18(수) 미정
장소 서울(미정)
● 주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일자리사업팀
● 문의 02) 6203-0872
●
●

│글로벌기업 APO 구매상담회
(APO Sourcing Plaza)
일시 5.18(수)~5.19(목) 10:00~17:30
장소 잠실 롯데호텔월드
● 주최 KOTRA
● 문의 02) 3460-7758
●
●

2016-04-29 오후 6:47:50

5월 18일 (수)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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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유통산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9(목) 15: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학회
02) 2124-3173

│홈&쇼핑 1:1 입점설명 및 MD상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 우수한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홈앤쇼핑
   MD와의 1:1 상담을 통한 판매 컨설팅 제공

- 유통산업 현황진단 및 향후 발전방안
- 중소유통산업의 O2O 비지니스를 통한 혁신 방안

- 참여 중소기업 중 품질, 가격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홈쇼핑 방송적합상품으로 판정된 업체에 대한 홈앤
   쇼핑 입점기회 부여

- 참석자 : 유통산업 관련 협동조합,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9(목) 14:00~16:0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02) 2124-3242

5.19(목) 10:00~16:30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 및 중1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산업부
02) 2124-3262

│中企 홍보인식 강화교육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9(목) 13:30~17:20
중소기업중앙회 B1층 그랜드홀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02) 2124-3063

│농식품부-중기중앙회 신시장(할랄, 코셔) 진출 │제17회 「문구의 날」 기념식
● 일시 5.19(목) 17:00
MOU 체결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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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목) 11:30~13:00
63빌딩 백리향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생활산업부
02) 2124-3262

장소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사)한국문구인연합회
● 문의 02) 2278-7891~5
●
●

2016-04-29 오후 6:48:00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미추홀중소기업포럼
│강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설명회
● 일시 5.19(목) 14:00
-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포럼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19(목) 10:00~13:00
인천 하버파크호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 437-8704

- 인천지역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장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장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층 회의실(원주)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문의 033) 241-0012
●
●

- 도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시책 설명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9(목) 11:00~13:30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9560

│경남 중소기업 경영포럼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9(목) 11:00~13:00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 259-7806

5월 19일(목)

│노란우산공제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5.19(목) 16:00~19:00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한국경영학회
055) 2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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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목)
공동 주최·공동주관 기관
│Good to Great Business Plaza 2016
일시 5.19(목)~5.20(금) 17:00~19:00
● 장소 서울 리츠칼튼 호텔(그랜드볼룸, 설악룸) 및
기업소재지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 KOTRA
● 문의 02) 3460-7240
●

│홈&쇼핑 협력사 CEO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19(목) 11:30
홈앤쇼핑(마포 상암동)
홈앤쇼핑
02) 6364-1233

- 글로벌마케팅 간담회
- 수출 MOU체결
- 월드챔프 기업과 바이어간 개별상담회
   (5. 20, 개별기업 소재지)

│2016 경기국제보트쇼
(Korea Int'l Boat Show 2016)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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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목)~5.22(일)
킨텍스 제 1전시관 3, 4, 5홀
해양수산부, 경기도 / KOTRA
02) 3460-7262

2016-04-29 오후 6:48:03

5월 19일(목)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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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금)
5.21 (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중소기업협동조합
│2016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5.21(토) 10:30~18:00
에버랜드(그랜드 스테이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02) 2124-3284

- 중소기업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 마련

●
●

5.20(금) 14:00~14:55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
02) 2124-3133

│중소기업 연합 봉사활동(양평군 로뎀의 집)

- 국가별 외국인근로자 노래 및 민속경연, 에버랜드
   자유투어 등

일시 5.21(토) 전일
장소 로뎀의 집(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913)
031) 775- 0338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사회공헌부
● 문의 02) 2124-3101
●
●

│조명조합 조합원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세미나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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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금) 10:00-16: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02) 2676-9893

2016-04-29 오후 6:48:15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서울지역 협동조합 임직원 등반대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20(금)
청계산(옛골~이수봉)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 2124-4383

│부산 중소기업ㆍ소상공인대회
일시 5.20(금) 10:00
● 장소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
● 주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문의 051) 861-9374
●

│충북 중소기업인 한마음 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0(금) 14:00~19:30
오봉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 236-7081

│경기북부 협동조합임직원 한마음 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0(금) 09:00~15:30
파주 감악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5547

│부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노사합동 워크숍
일시 5.20(금)~5.21(토)
장소 지리산 일원
● 주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문의 051) 861-9376
●

20(금)~2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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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금)
5.21 (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광주전남 협동조합 한마음 등반대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20(금) 10:00~17:00
무등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0267

│2016 경기 협동조합 임직원 어울림 캠프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0(금)~5.21(토)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 259-7806

│제주중소기업 미래전략 포럼
일시 5.20(금) 16:00
장소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문의 064) 758-8579
●
●

│인천지역 협동조합 한마음 행사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0(금)~5.21(토)
홍천 대명비발디 파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 437-8703

│제주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5.20(금) 18:00
장소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문의 064) 758-8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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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금)~21(토)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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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월)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최고경영자과정
(KBIZ AMP) 제10기 입학식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23(월) 18:00~20:30
중소기업중앙회 B1층 그랜드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HRD센터
02) 2124-330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전략" 강연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24(화) 14:00~17: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정책실
02) 2124-3123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7(금) 10:00~12: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기획실
02) 2124-334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에 관한 한·일 기술세미나
일시 5.26(목) 12:30~18:3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 주최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국립공주대학교 공과대학
● 문의 02) 2241-7383
●
●

│제27회 중소기업 금융연구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6(목) 07:30~09:0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02) 2124-3117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소상공인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31(화)~6.2(목)
청계천 광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 2124-4375

-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
- 서울시소재 우수 소상공업체 50개사 참여
- 내용 : 제품 전시 및 관람객 체험행사, 디자인 소상공인
   기획전(핸드메이드, 공예제품, 디자인 용품 등), SNS
   이벤트(페이스북, 트위터 셀피 인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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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소기업인 연합봉사단 출범식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31(화) 17:00~19:00
르윈호텔 백제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 214-6609

- 참석자 : 전라북도지사, 전북중소기업인 연합봉사단
   회원, 중소기업CEO
- 전북중소기업인 연합봉사단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 안내
- 전북중소기업인 사회공헌대상 시상 등

2016-04-29 오후 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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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3(월) 10:30~13:00
나경한정식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 236-7033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3(월) 14:00~15:50
대전 리베라호텔 4층 제니스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 864-4105

│충청북도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5.23(월) 15:00~16:30
장소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 주최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문의 043) 236-7080
●

일시 5.24(화) 15:30
장소 울산 경제진흥원 5층 소회의실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지부
● 문의 052) 283-4324
●
●

│울산 중소기업인대회 및 소상공인 혁신 포럼
일시 5.24(화) 16:00~18:40
장소 울산 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
● 특강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경영혁신"
● 주최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
지역본부, 울산지부
● 문의 052) 283-4324
●
●

│노란우산공제 광주전남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4(화) 11:00~13:30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9560

5월 23일 이후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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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월)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전북 중소기업인 한마음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5(수) 13:00~19:00
전주실내체육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063) 214-6609

│경남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160429 중소기업주간 브로셔_최종.indd 30

5.27(금) 14:00~15:00
대구지방조달청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524-2501

│경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7(금) 08:30~18:00
경남 남해 금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 212-1176

│2016 강원 중소기업인대회

일시 5.26(목) 11:00~13:00
● 장소 호텔인터불고대구 컨벤션홀
● 주최 대구광역시,경상북도,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053) 524-2501
●

5.27(금) 14:00~15:30
인천 하버파크호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032) 437-8703

│대구지방조달청장 간담회

5.26(목) 10:00~12:2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031) 259-7806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대회

5.26(목) 11:00
속초시청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033) 241-0012

│인천 중소기업인대회

5.26(목) 14:00~16:00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02) 2124-4384

│2016 경기 중소기업인대회
●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5.25(수) 14:00~15:00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055) 212-1176

│2016 서울 중소기업인대회
●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출범식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6.2(목) 17:00
춘천베어스타운 2층 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일보
033) 241-0012

2016-04-29 오후 6:48:32

5월 23일 이후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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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월) 이후
공동 주최·공동주관 기관
│우수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
일시 5.23(월) 11:00~13:00
장소 호텔라온제나 5층 아모르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73)
● 주최 대구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053) 740-2556
●

●

│GP shenzhen 2016 상담회
일시 5.24(화)
장소 중국 선전시내 호텔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KOTRA,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문의 02) 3460-7635
●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6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4(화)~5.26(목)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산업통상자원부, KOTRA
02) 3460-7483

│KPCP 2016(한일부품소재상담회)
일시
● 장소
● 주최
● 문의
●

5.25(수)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
산업통상자원부/ KOTRA
02) 3460-7637

│2015년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협업사업화 전략캠프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26(목)~5.27(금)
양평 한화리조트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 2156-2162

- 창업기업과 선도벤처기업 간 우수한 협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연계를 통해 매출 및 고용 성과창출 목적
- 선도벤처기업과 창업기업 협업기획, 시장 트랜드, 협업
   및 M&A 등 협업전략 수립 지원
- 평가 우수기업 시상 및 IR 기회 제공

│청년 희망 로드쇼 「인천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5.31(화) 10:00~17:00
인천 송도 컨벤시아
IBK기업은행
02) 6322-5014

│G-TRADE JAPAN 수출상담회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6. 8(수) 10:00~17:00
부천체육관
KOTRA,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70) 7931-0456

│2016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
일시
장소
● 주최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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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화) 09:00~17:30
aT센터 제1전시장
산업통상자원부, KOTRA
02) 3460-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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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이후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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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행사의의
중소기업자의 자긍심 고양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제정된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여 직접 격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

●

국가 활력회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격려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

일

●

참 석 자 유공자 및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유관기관 등 200명

●

내

시 2016. 5월 중소기업주간행사 中
용 청년 일자리창출 성과보고 및 유공자 포상(1부)

                      격려오찬 등(2부)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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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2) 2124-3092 (사회공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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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160429 중소기업주간 브로셔_최종.indd 35

2016-04-29 오후 6:48:58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

160429 중소기업주간 브로셔_최종.indd 36

2016-04-29 오후 6:4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