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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개요

☐ 개최국 :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 주  관 : ICSB 운영위원회, UAEU

☐ 주  제 : 글로벌 교차로에 선 기업가정신

☐ 개최장소 : 콘라드 두바이 호텔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6.5(금) 전일  인천국제공항출국 및 두바이 도착
6.6(토) 전일  개회식, 총회등록, 환영연 등
6.7(일) 전일  총회, 분과회의, 만찬(Korean Night)
6.8(월) 전일  Asian Global 포럼 참가
6.9(화) 전일  총회, 폐회식, 두바이 출발
6.10(수) 전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 참가대상 : 각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 회의구성 : 환영리셉션, 전체회의, 분과회의, 전시회, 폐막식, 

각종연회 등

□ ICSB Korea 활동 사항
 ◦ ICSB Board Meeting 참석
   - ICSB Korea 현황 report 및 이사회 의제 논의
 ◦ ACSB Board Meeting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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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SB 현황 report 및 이사회 의제 논의
   - ACSB College 운영계획 공유 및 회원국 공조방안 논의 
   - ACSB Conference Malaysia 협력방안 논의
   - ACSB 2016 개최지 논의
 ◦ ICSB Korea 회장 주최 참석자 간담회 
   - 논문 발표 및 ACSB 활성화 방안 논의
   - ACSB내 국가간 협력 방안 및 공동 프로젝트 논의

□ ICSB Korea와 ICSB IO간 (예상) 논의 사항
 ◦ ACSB Conference 협력 방안 논의
 ◦ ACSB College 운영 협력 방안 논의
 ◦ ACSB 회원 확대 방안

2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세계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

    ※ 2015년도 연수 계획 수립 시행(연수262-43, 2015.01.30.)
    ※ 제60차 ICSB 총회 참석계획 송부(경영2015-589, 2015.05.06.)

☐ 출장기간 : 2015. 6.4(목) ~ 6.11(목), 8일

☐ 참석자 명단 (총 25명)
 ◦ (재  단) 경북, 강원, 경기, 전남재단 이사장(4명)
 ◦ (기  타) ICSB-KOREA 회장단, 중소기업학회 등(21명)

☐ 참석절차
 ◦ 국제중소기업학회 한국위원회 대표단 동행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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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발표 주제 및 제목 비 고

■ ICSB-KOREA Global Policy Forum
Galapagos Risk of Korean Economy and SME Globalization
(한국경제의 갈라파고스 리스크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Plenary Session
Chair:
김용진 (서강대 교수) 

Opening & Congratulatory Address 
(인사말 및 축사) 

루빈 아스카 (ICSB 회장)  
김기찬 (ICSB-Korea 회장) 

Session 1. Think Globally, Act Locally
(세션2. 글로벌 동반성장사례와 소상공인 글로벌 
창업) 

송혁준 (덕성여대교수, 중소기업학회 
회장)

The Global Expansion Strategy of Korean 
Small Business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전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Globak Success Stories
- Shared Growth with Partner SMEs(Small & 
Medium Enterprises)
(협력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성공사례)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

Panel Discussion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 

Session 2. Start-up, Specialization and 
Opportunities in Middle-East

(세션3. 창업, 전문화 그리고 중동에서의 기회)

이윤재(숭실대교수, 전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Analysis on the Globalization Opportunity of 

Korean SMEs in the Middle East Region (중동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기회분석)

(한선희, KOTRA 중동지역본부장)

Panel Discussion : 
오세환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강명수 (한성대학교 교수) 

김문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3  활동내역

□ 주요 활동
  ㅇ ‘Asian Global 포럼’ 개최
    - 일    시 : 6. 8(월) 10:30~14:30
    - 장    소 : DWTC, Ajman D, First Floor, Concourse 2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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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발표 주제 및 제목 비 고

■ ACSB Forum : 
   Asian SME Globalization and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HEBEX) at Asia

HEBEX session Salvatore Zecchini (OECD)  

About HEBEx 
HEBEx : Backward and Forward

Ki-Chan Kim (Presient, ICSB-Korea) 
Ayman Tarabishy (ICSB)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HEBEX) at 
China

Gao Xudong
(Professor, Tsinghua University, China)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HEBEX) at 
Malaysia

Pauline Ho(Associate Professor, 
Deputy Dean / Faculty of Business 
and Humanities, Curtin University, 
Malaysia)

HEBEx Indonesia and Its Implication Jacky Mussarry(ICSB, Indonesia),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HEBEX) in 
Korea (한국의 HeBEx)

Il Im (임일 교수, 연세대학교)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
Panel Discussion : 
Ruben Ascua (President, ICSB,)

Luca Iandoli (President, ECSB(Europe), Next President-Elect of ICSB)

David Sang (Vice Dean,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Vice President, ACSB, China)

Xia Zhiqiang (President, ICSB-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Ir Yap Mew Sang (President-Elect, ICSMEE, Malaysia)

Yong-Jin Kim(Professor, Sogang University, Korea)

(Vice-minister(secretary), Department of Trade, Commerce and Industry, Papua New 

Guinea) 

순
번

제      목 발표자명

1
Win-Win Growt hand Small Giant suppliers’ Growth Determinants
:Case Study of Samsung Electronics Corporation’s Small 
Giantsuppliers

이종욱(서울여대)

2
R&D Paradox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wedish Paradox Revisited in Korea

이윤재(숭실대)

3
Firm Age, Sales Growth, and Tax Aggressiveness:
Focu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송혁준(덕성여대)
외 2 

 ㅇ ICSB Public Policy Forum 기조발표 - 6/6 (토)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etween Regulating 
SMEs and Supporting Them.
임채운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South Korea)

 ㅇ ICSB Korea 김기찬 회장(가톨릭대 교수) ICSB 회장 취임-6/9(화)
 ㅇ 한국대표단 월드 컨퍼런스 주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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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repreneurial Morassand Serial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n Entrepreneurs’ Self-Reported 
Impeding Factorson their Serial Venturing

이영달(동국대)
이명수(뉴욕시립
대)

5
The  Effect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Retailers on the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황석영(농협중앙
회)
이정희(중앙대)

6
Survey  of Financial Return Crowd-Funding for Korean SME 
Policy Implication

길재욱(한양대)
정재만(숭실대)

7
Collaborative  Product Development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The Case of Food 
Products in South Korea

전종근 외 2
(한국외대) 

8
Healthiness of  Business Ecosystems: A Comparison of Korea, 
Germany, and Japan

김기찬(가톨릭대)
외 

9
Building  a Creative Economy: Korea’s Strategy towards 
Globalization

김기찬(가톨릭대)
강명수(한성대)외1 

10
 Study on Level Evalu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yies, Initiative 
and Inquiry in Korea

김문선외3
(한국청년기업가정
신재단)

□ 파견성과
  ㅇ 중소기업 정책 대외 홍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정책이슈 주도
   - 창조경제 정책방향 논의, ICSB 회장 취임 등 위상 제고
  ㅇ 중소기업 관련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ㅇ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아시아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첨부 1. 참석자 명단 1부 
     2. 회의참석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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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비고 소속기관명 직위 이름 

1 ICSB-Korea ICSB-Korea
(가톨릭대학교)

회장
(교수) 김기찬

2 ICSB-Korea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채운 

3 ICSB-Korea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조내권

4 ICSB-Korea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장 이승윤

5 평생회원 한국중소기업학회
(서울여자대학교)

전임회장
(교수) 이종욱

6 ICSB-Korea 한국중소기업학회
(숭실대학교)

전임회장
(교수) 이윤재

7 ICSB-Korea 한국중소기업학회
(덕성여자대학교)

회장
(교수) 송혁준

8 ICSB-Korea ICSB-Korea
(한성대학교) 

부사무총장
(교수) 강명수

9 특별참가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수석연구원 오세환

10 특별참가
-취재원- 머니투데이 기자 김하늬

11 평생회원 중앙대학교 교수 이정희

12 평생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종근

13 ICSB-Korea ICSB-Korea
(서강대학교)

사무총장
(교수) 김용진

14 평생회원 연세대학교 교수 임일

15 특별참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유태

16 특별참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기태

17 특별참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18 특별참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계연

19 특별참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김문선

20 특별참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연구원 김혜람

21 특별참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22 평생회원 숭실대학교 교수 정재만

23 평생회원 동국대학교 교수 이영달

24 특별참가 한국동서발전 소장 김상철

25 특별참가 한국동서발전 사장 장주옥

<첨부 1>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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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회의참석 사진

【 ICSB 본회의 모습(주제발표) 】

【 ICSB 본회의 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