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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원 교육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개요

ㅇ 일시: 2022년 10월 20일 (목) 14시 ~ 10월 21일 (금) 13시

ㅇ 장소: 부산 한화리조트 (부산 해운대구)

ㅇ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 50명 내외

ㅇ 교육 내용: 임원의 역할 및 의미, 사업 기획 혁신 노하우,

협동조합 탐방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1

일

차

~14:00 - 참석자 접수 -

14:00~15:10 (`70) 임원의 역할, 의미 아이쿱 김현하 팀장

15:10~15:20 (`10) 휴식

15:20~17:50 (`150) 사업 기획 A to Z 꿈꾸는 가게 경영연구소 
최정환 대표

17:50~18:00 (`10) 휴식 및 방배정

18:00~19:30 (`90) 저녁식사 및 네트워크

2

일

차

9:00~12:30 (‘120) 지역 협동조합 탐방 에코에코 (해운대구), 
엄마손협동조합 (감천문화마을)

12:00~13:00 (‘60) 중식 및 해산

ㅇ 참가 신청 (선착순 모집, 신청기한: ~10.13.(목) 18시)

- [붙임 1]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oje@ikosea.or.kr)

- 또는 URL 클릭하여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송부

(https://forms.gle/2wSd3FznqsvRDxd69)

* 참가 접수 완료되면, 회신 메일 드립니다.

ㅇ 지원 내용: 교육비, 식사(첫날 석식~둘째날 중식), 숙박

* 그 외 교통비 등 자부담입니다.

ㅇ 문의: 진흥원 협력운영팀 (031-697-7746), 상상우리 (02-6388-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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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정보>

성명 성별 *숙박 안하시는 경우 기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속 직위

휴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프로
그램 
참석 
여부

구분 참여여부 비고
(20일) 임원의 역할 및 의미 여 / 부
(20일) 사업 기획 A to Z 여 / 부

(20일) 숙박 여 / 부 2인 1실 제공
(21일) 협동조합 탐방 여 / 부 2개소

  * 참여여부에 “여, 부” 체크해주세요.
Q. 평소 협동조합에서 “사업 기획”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20일 사업 기획 A to Z시간에 강사님께서 답변 드립니다.)

추가 
질문

Q. 협동조합 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 (개설 희망 교육)

 < 공지사항 >
1. 참가 신청 이후, 부득이 불참하실 경우 사전 연락 바랍니다. (10월 19일 전)

2. (지원 내역) 교육비, 식사(20일 석식, 21일 조식, 중식), 숙박 지원, 교통비는 

자부담입니다.

3. (식사 관련) 20일 석식, 21일 조식은 한화리조트 식당 이용, 21일 중식은 외

부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비건 등 개별 지원 어려운 점 양지 바랍니다.  

4. (숙박 관련) 2인 1실 배정합니다. 1인 1실 배정 어려운 점 양지 바랍니다.

5.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주식회사 상상우리는 ‘2022년 협동조합 임원교육’ 

개최 시 참가자의 성명, 직위,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
니다. 위 동의하며, ‘2022년 협동조합 임원 교육’에 참가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 진흥원 협력운영팀 오조은 과장 (031-697-7746)
           상상우리 이미향 매니저 (02-6388-7755)

[붙임 1] 참가 신청서 (신청기한 ~10.13.(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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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오시는 길

□ 행사장 명: 부산 한화리조트 (부산 해운대구)

□ 지번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0-3

도로명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3로 52(우동)

□ 행사장 연락처: (051) 749-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