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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올해는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34번째 중소기업 주간입니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주간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국민에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은 만큼
△중소기업인 대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전 △나눔콘서트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8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62년 5월 종로약공회관 단칸방에서 출발한 이래 60년간
중소기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971개 조합과 688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종합경제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창립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땀흘려온 688만
중소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이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창립60주년 엠블럼

창립60주년 슬로건

국문형

영문형

다양한 갈래의 중소기업이 함께 60년을 걸어오고,
희망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모습을 형상화

중소기업중앙회 60년 발걸음
1962년 5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창립총회
1984년 1월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설
1987년 3월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준공
2006년 4월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2007년 9월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출범
2010년 12월 │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
2012년 1월 │ 홈앤쇼핑 개국
2012년 4월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출범
2012년 7월 │ 중소기업DMC타워 준공
2020년 10월│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 출범

중소기업중앙회의 당당한 60년 발걸음으로 중소기업
성장시대의 희망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담음

제34회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 간
2022.5.16(월) ~ 5.20(금)
지 역
전국 17개 시·도
주 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주 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
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
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주 관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벤처기업학회,
㈜홈앤쇼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후 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16(월) 이전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60주년 기념 특별 다큐멘터리 방영 (100년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
●

일시 4.24(일) 11:50 / TV조선 방영

●

내용 장수기업 육성의 가치와 중소기업 승계 인식전환

●

문의 기업성장부 02-2124-3146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일시 5.4(수) 07: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

내용 인문·교양·경영트렌드 강연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기업성장부 02-2124-3147

IBK 동반성장협력대출 협약식
●
●
●

일시 5.11(수) 14: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
내용 IBK동반성장협력대출 연장 및

ESG대출 신규협약체결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
문의 공제기획실 02-2124-4322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일시 5.11(수) 15: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
●

내용 가업승계지원제도합리화에대한연구발표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기업성장부 02-2124-3146

인구 변동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및 경쟁력 강화 토론회
일시 5.12(목) 14:30~16: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

●

내용 산업 구조,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정책 변화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외국인력지원부 02-2124-3281

5.16(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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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인천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획특집
일시 3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 언론보도
●
내용 민선 8기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한
●

인천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의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대전충남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설명회
일시 5.4(수) 14:00~16:00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예정)
●

●

●
●

내용 2022년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문의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4105

『새정부에 바란다』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 조사
일시 5.10(화) 언론보도
●
내용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등에 관한
●

부산지역 중소기업인 의견 조사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문의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6

대구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
●
●
●
●

일시 4.27(수) 10:30~13:00
장소 호텔인터불고 대구
내용 주요 조달 지원제도 설명, 애로사항 논의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문의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01

제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일시 5.9(월) 14:00
●
장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
●

내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절세전략 등 교육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문의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

제주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일시 5.10(화) 14:00
●
장소 메종글래드제주
●

●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문의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

5.16(월) 이전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경남 도지사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
일시 5.12(목) 16:00
●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
●

●

내용 경남지역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현장 목소리 전달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문의 경남지역본부 055-287-2301
●

대구중소기업제품 판매장 사은대잔치
●
●
●

일시 5.13(금)~5.22(일)
장소 대구중소기업명품관
내용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사은대잔치 개최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문의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082
●

공동 주최
대구경북연합회 굿모닝CEO학습
●
●
●
●
●

일시 5.10(화)
장소 호텔 인터불고 대구
내용 조찬세미나
주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문의 경영지원실 02-2230-2136

대전세종충남 협동조합 이사장 워크숍
●
●
●

일시 5.12(목) 12:00~19:35
장소 대전 수통골, 실크리버CC, 만찬
내용 수통골 등산, 친선골프대회,

중기 현안 공유 간담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문의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4105
●

5.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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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창립60주년 기념 사진전
●

일시		 5.10(화)~5.31(화)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1층 정문 로비

●

내용 중기중앙회 60주년 기념 미디어 전시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편집국 02-2124-3192

중앙회 60주년 기념 특별 IDEA 전시

작은뜰 힐링 음악회

●

●

일시 5.16(월)~5.27(금)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1층 후문 로비
●

내용 인식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관람객 이벤트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청년희망일자리부 02-2124-4012
●

●
●
●
●

일시 5.2(월), 9(월), 16(월), 17(화) 12:30~13: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문화마당
내용 아카펠라 공연, 현악5중주 공연 등
주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문의 사랑나눔재단 02-2124-3101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5.16(월)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 기획보도
●
●

보도 5.16(월)~5.20(금) 중 3회 연재
내용 공동사업 수행 우수 협동조합 선정,

취재지원 및 인터뷰 참여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문의 전북지역본부 063-214-6608

중소기업중앙회-서영대학교 업무협약식
●
●
●

일시 5.16(월) 14:00
장소 서영대학교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서영대학교
●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559

●

●

2022 충북 소상공인 역량강화 포럼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문지상 토론회

●
●
●
●
●

일시 5.16(월) 14:00~18:30
장소 호텔 락희 청주(3층 세미나룸)
내용 소상공인 관련 지원 시책 및 정보 제공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문의 충북지역본부 043-236-7080

일시 5.16(월) 11:00~12:00
●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

내용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일보
●

●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559

5.17(화)

11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DNA 분석과
발전방안 토론회
●
●
●
●

●

일시 5.17(화) 14:00~16: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내용 중기협동조합의 지속성장 위한 발전방안 제시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협동조합학회
문의 조합정책실 02-2124-3212
KBIZ연구소 02-2124-4063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
●
●
●
●
●

일시 5.17(화) 11:00
장소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2층)
내용 정부인력,노동현안관련중소기업애로간담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문의 경기지역본부 031-254-4832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
일시 5.17(화) 14:00~17:00
●
장소 유성호텔 킹홀(3층)
●

●

내용 ESG 경영 및 기업승계 전략 설명을 통해

경쟁력 제고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문의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03
●

2022 전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세미나
●
●
●
●
●

일시 5.17(화) 14:00~17:00
장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교육장(대회의실)
내용 ESG 경영, 가업승계, 기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문의 전북지역본부 063-214-6608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신문지상 토론회
일시 5.17(화) 11:00~13: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회의실(3층)
●

●

내용 강원도 지방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방향 등 논의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일보
●
문의 강원지역본부 033-241-0013

2022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
●
●
●
●
●

일시 5.17(화) 15:00~17:00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내용 2022년 달라진 노동법 및 주요 노무이슈 강의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문의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6

5.17(화)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신문지상 좌담회
일시 5.17(화) 10:00~11:30
●
장소 중부매일 회의실
●

내용 중소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

문의 충북지역본부 043-236-7080

공동 주최
대전세종충남연합회 굿모닝CEO학습
●
●
●
●
●

일시 5.17(화)
장소 미정
내용 조찬세미나
주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문의 경영지원실 02-2230-2136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지역 중소기업정책과제
전달식 및 간담회
●
●
●

일시 5.17(화) 15:00~17:00
장소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대연회장
내용 광주시장 후보자 초청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및 간담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559
●

5.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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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
●

일시 5.18(수) 17:00~19:00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내용 영화같은 영상이 함께하는 클래식 콘서트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예술의전당

●

후원 홈앤쇼핑, 기업은행

●

문의 사회공헌부 02-2124-3093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5.18(수) 14: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

내용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적정단가 보장 방안 토론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판로정책부 02-2124-3242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5.18 (수)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창립60주년 협동조합 특집기사 게재
●
●
●

일시 5월 셋째주(2회 게재)
매체 영남일보
내용 협동조합 역사와 주요역할,

제주지방조달청장 초청
제주 중소기업인 간담회
●
●

일시 5.18(수) 11:00
장소 메종글래드제주
내용 공공조달 관련 애로건의 및 답변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역조합 소개 및 주요사업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영남일보
●
문의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119

●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 ESG 경영 설명회

일시 5.18(수) 14:00~15:00
●
장소 미정
●

●

내용 조달행정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
●

●
●
●

문의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

일시 5.18(수) 16:00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내용 ESG 개념, 중요성 및 지원프로그램,

●

건의, 답변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문의 서울지역본부 02-2124-4386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지역상생 협의체 간담회

인천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상좌담회

일시 5.18(수) 14:00~16:00
●
장소 미정
●

●

내용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559

성공 및 실패사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문의 경남지역본부 055-287-2302

일시 5.18(수) 언론보도
●
내용 인천형 특화산업 등 육성을 통해
●

지역경제 발전방향 도출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의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5.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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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롯데쇼핑·홈앤쇼핑 입점 품평회
●
●
●

일시 5.19(목) 14:00~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내용 롯데쇼핑·홈앤쇼핑 입점업체 선정 위한

MD 상담·평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소상공인정책부 02-2124-3173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2022 부산 중소기업 경영전략 컨퍼런스
일시 5.19(목) 10:30~16:00
●
장소 코모도호텔 부산 2층 희락정
●

●

내용 ESG 동향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산업안전 대응전략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문의 부산울산지역본부 051-861-9374
●

공동 주최
부산울산경남연합회 굿모닝CEO학습
●
●
●
●
●

일시 5.19(목)
장소 해운대 웨스턴 조선 호텔
내용 조찬세미나
주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문의 경영지원실 02-2230-2136

충북지방조달청장 간담회
●
●
●
●
●

일시 5.19(목) 10:30~13:00
장소 가화한정식
내용 조달행정 애로사항 건의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문의 충북지역본부 043-236-7081

5.20(금)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일시 5.20(금) 14:00
●
장소 국회 3세미나실
●

●

내용 간접수출에 임하는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방향 제시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국제통상부 02-2124-3162
●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설명회
●
●
●
●
●

일시 5.20(금) 14:00~17:00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유튜브 생방송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 및 법률 상담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공제서비스부 02-2124-3313

5.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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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한마음대회
일시 5.20(금) 10:00~15:00
●
장소 전남 신안군 일대
●

내용 임직원 산행 및 중기현안공유 등 소통 간담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

문의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559

경기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로깅 챌린지
●
●
●

일시 5.20(금) 10:00~14:00
장소 수원 광교산 일대
내용 민관 합동 플로깅을 통한

전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소통 한마당
●
●
●

전북 명소 트레킹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문의 전북지역본부 063-214-6608

경기북부 중소기업 조직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일시 5.20(금)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회의실
●

●

※플로깅 :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는 줍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로,

●

중소기업 ESG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
●
●
●

일시 5.20(금) 14:00
장소 메종글래드제주
내용 도내 중소기업 대상

ESG경영 대응역량 강화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문의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
●

내용 전북지역 협동조합 임직원 소통 및 간담,

●

중소기업 ESG 환경 인식제고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문의 경기지역본부 031-254-4834
스웨덴어 '플로카 업'과 영어 '조깅'의 합성어

일시 5.20(금) 09:00~15:00
장소 진안고원길 9코스

●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연대 및

지역상권 발전 등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문의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53-5547

5.20(금) 이후

제34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KBIZ 중소기업인 아마추어 골프대회
●

일시 (예선) 본부 5. 31 / 지역 6~7월 (결선) 10월 중

●

방식 스트로크

●

내용 중소기업의 단합과 화합을 통한 경제 재도약 분위기 조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조합지원부 02-2124-3182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토크쇼
●
●

일시 5.22(일) 11:50/TV조선
내용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과

중소기업 승계 인식전환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기업성장부 02-2124-3146
●

중소기업 교육 DT 발전 방안
일시 5.26(목)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

●

내용 중소기업 교육의 디지털화 방향성 및

방법에 대한 해법 제시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교육지원부 02-2124-3301
●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 세미나
일시 5.26(목) 14:00~15: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

내용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전략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

문의 제조혁신실 02-2124-3121

중소기업 정책 컨퍼런스
●
●
●
●
●

일시 6월 중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내용 중소기업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방안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정책총괄실 02-2124-3111

5.20(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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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일시 5.24(화) 16:00~18:00
●
장소 향토공예관 앞 공연무대
●

●

내용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아카펠라 등

2022 노란우산 가입촉진 캠페인
●
●
●

일시 5.26(목) 10:00~12:00
장소 인천소재 전통시장
내용 상담사 소통 간담회, 조합 및 전통시장

●

음악회 진행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문의 강원지역본부 033-241-0013

●

(사)소기업소상공인회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대전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
●
●

일시 5.26(목) 13:00~15:00
장소 중소기업DMC타워 중회의실2
내용 서울시와 소상공인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문의 서울지역본부 02-2124-4386

방문을 통한 노란우산 홍보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의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일시 5.26(목) 11:00~13:00
●
장소 연향(대전 서구)
●

내용 조달행정과 관련된 제도 및 애로사항 건의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문의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03

●

●

2022 인천지역 협동조합
임직원 기-UP 소통데이

2022 서울 협동조합 임직원 한마음 대회

일시 5.27(금)
●
장소 전북 부안
●

●

내용 트래킹, 인천지역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방안논의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
문의 인천지역본부 032-437-8713

●
●
●
●
●

일시 5.27(금)
장소 청와대 둘레길
내용 단체산행 및 협동조합간 정보공유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문의 서울지역본부 02-2124-4337

5.20(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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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2022년 제주 미래전략포럼
●
●
●
●
●

일시 6월말
장소 메종글래드제주
내용 제주 경제 발전방안 논의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문의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

공동 주최
2022 메인비즈 회원포럼
일시 5.26(목)~27(금)
●
장소 충북 청주
●

내용 경영혁신특강, 시상식, 상호교류 등
●
주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

문의 경영지원실 02-2230-2136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
●
●
●

일시 7월 중
장소 경기, 광주, 강원 등
내용 중소·벤처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 소개 및 설명
주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3923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전북연합회 워크숍
●
●
●
●
●

일시 5.25(수)
장소 전북 군산
내용 강연 및 세미나, 단합대회 등
주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문의 경영지원실 02-2230-2136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행사의의
●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진해온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메시지 전달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의 중소기업
미래를 다짐

행사개요
●

일자 5월말

●

장소 국방부 연병장(예정)

●

내용 1부 : 60주년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경제 재도약 다짐 등
2부 : 60주년 축하 케이크 커팅, 축하공연, 만찬, 기념촬영 등

●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사회공헌부 02-2124-3094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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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소기업인 대회

지역

일시

장소

문의

서울

6월 중

중소기업DMC타워 DMC홀

02-2124-4383

부산

6월 중

미정

051-861-9374

대구경북

6월 중

인터불고호텔 대구

053-524-2501

인천

미정

인천 하버파크호텔

032-437-8713

광주·전남

7월 중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

062-955-9559

대전·세종

6월 중

미정

042-864-4105

경기

6월 중

미정

031-254-4832

경기북부

6월 중

미정

031-853-5547

강원

6.21(화)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033-241-0013

충북

6월 중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 우암홀

043-236-7081

충남

6월 중

미정

042-864-4105

전북

6월 중

라한호텔 전주

063-214-6608

경남

미정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055-287-2302

제주

6월 중

미정

064-75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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