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성택입니다.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가해 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千年古都 경주, 

중소기업의 새로운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 동참 등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협동조합의 천년 미래를 설계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담아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경주’ 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장소에서 한층 더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계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재미와 의미를 갖춘 분야별 최고전문가의 강연과 공연은 물론 

『파도소리 힐링투어』, 『신라 속의 조선이야기』, 『맛있는 남산투어』, 『힐링 체험존』 등 여러분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최고의 명품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천년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가 우리 중소기업계가 나아갈 새로운 천년 미래에 영감을 

더해주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사말

2015. 7. 2(목) ~ 4(토) 

현대호텔 경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사무국

전화 : 02) 3780-7271~2    팩스 : 02) 761-7298

경주 현대호텔 현장사무국 [7. 2(목) ~ 4(토)]

전화 : 054) 779-7142~3

행사일정

~08:00 개별조식

08:00~08:30 Leader’s Story [황을문 대표이사] 컨벤션홀

08:30~08:50 휴식

08:50~09:50
[세션1] 골프 강연 [고덕호 프로] 컨벤션홀

[세션2] 맛있는 인생 [이혜정 요리연구가] 다이아몬드홀

09:50~10:00 휴식

10:20~11:50 [세션1] 행복한 음악회 [김정택 SBS 예술단장] 컨벤션홀

10:00~12:00 [세션2] 협동조합 토론회 다이아몬드홀

12:00~18:30

제9회 중소기업중앙회장배 골프대회

문화투어

파도소리 힐링투어

신라 속의 조선이야기

맛있는 남산투어

마임&매직 마술쇼 [송경성 마술사] 

※17:30~18:30 자율참석
다이아몬드홀

18:30~19:00 Reception

19:00~21:00 Gala Dinner [박상민/인순이] 야외잔디마당

07:00~08:00 합동조찬

08:00~08:30 Leader’s Story [노시청 이사장] 컨벤션홀

08:30~08:50 휴식

08:50~09:50 폐막강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컨벤션홀

09:50~10:00 폐막식

10:00~12:00 Check-Out

12:00~ 귀가(단체/개별)

~14:00 경주 이동(단체/개별)

14:00~15:30 Check-In & 참가자접수

15:30~15:40 개막식 컨벤션홀

15:40~16:30 기조강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컨벤션홀

16:30~17:00 휴식

17:00~18:00 즐거운 창조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컨벤션홀

18:00~18:40 Reception

18:40~20:00 Welcome Dinner [쎄시봉] 컨벤션홀

20:00~ 지역별 만찬(자율)   ※별도 자율투어(안압지) 각 지역별

※ 행사일정 등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2
(목)

7/3
(금)

7/4
(토)



7/2(목) 7/3(금) 7/3(금) 7/4(토)

골프대회(12:00~18:30)

장소: 경주 신라컨트리클럽

•경주 최고의 자연환경에서 펼쳐지는 제9회 중소기업중앙

회장배 골프대회

•대회시상(5개부문) 

우승,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

신라 속의 조선이야기(12:00~17:30)

오찬 � 양동마을 � 옥산서원 � 독락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에서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역사유산들을 살펴보고, 경주 자연을 

벗삼아 살던 회재 이언적 선생의 삶을 느껴본다.

파도소리 힐링투어(12:00~17:30)

오찬 � 감포 파도소리길 � 감은사지 � 골굴사

더운 여름, 주상절리 절경을 따라 감포 바닷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국보급 불교유적들과 함께 천년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맛있는 남산투어(12:00~17:30)

수리뫼(오찬) � 남산 탑곡 부처바위 � 분황사

정갈한 한식과 남산 트레킹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다.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분황사에 들러 그의 사상을 

배워본다. 

공연안내 친교행사 7/3(금)

개막식

기조강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Leader’s Story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황을문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Leader’s Story

중소기업의 특허 경영전략

노시청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동반자강연

맛깔나는 인생

이혜정 요리연구가

폐막식

Welcome Dinner

공연 : 쎄시봉(송창식, 김세환, 남궁옥분)

즐거운 창조

에디톨로지-창조는 편집이다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

골프강연

골프 완전정복

고덕호 프로

폐막강연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

행복한 음악회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행복한 음악회

김정택 SBS예술단장

15:40~16:30

08:00~08:30 08:00~08:30

08:50~09:50 09:50~10:00

18:40~20:00

17:00~18:00

08:50~09:50 08:50~09:50

10:20~11:50

15:30~15:40 Welcome Dinner

Gala Dinner

Again 7080! 그때 그시절

쎄시봉(송창식, 김세환, 남궁옥분)과 함께 떠나는 

그 시절 추억여행

열정과 감동으로 타오르는 경주의 밤

영원한 디바 인순이와 불후의 국민가수 박상민이 함께하는 

화려한 축제의 시간

7/2(목) 18:40~20:00

7/3(금) 19:00~21:00

진행 : 조건진 아나운서

진행 : MC 박요한

정책토론회

협동조합, 우리 다시 그리고 함께

• 사례발표 : 출판도시의 꿈과 여정

발표자 : 이기웅 파주출판단지(사) 명예이사장

• 협동조합 활성화방안 토론회

사회 : 김강식 교수(질서경제학회장)

축사 :   새누리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연 사회적경제위원장) 

Gala Dinner

공연 : 가수 박상민, 인순이

친교행사

제9회 중소기업중앙회장배 골프대회

파도소리 힐링투어

신라 속의 조선이야기

맛있는 남산투어

10:00~12:00

19:00~21:00

13:00~18:30

신계륜 의원

이기웅 명예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