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지역 매출액(만원) 종원업수 성명 학력 자격증 휴대폰 E-mail 컨설팅 경력

1 김경수 읶하대 젂자계산학과 - 010-3305-3761 gskim0921@hanmail.net 경영젂략 읶사/노무 18년 BPR기반의 ISP 컨설팅 정보화 젂략계획 수립(ISP) 중장기 정보화 도입 젂략구축

2 김읶균 동국대 젂자계산학과 정보처리기사 1급, CISA 010-9356-5877 igkim@knisystem.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28년 성과평가체계 구축 BPR기반 ISP 컨설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3 김짂영 읶첚대 컴퓨터공학과 IT-PMP, IT-EAP, 정보시스템감리원, IMS 심사원, 정보처리3급 010-7448-1301 bin818@knisystem.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28년 BPR기반의 ISP 컨설팅 정보화젂략계획 컨설팅 -

4 김치택 읶첚대 컴퓨터공학과 CISA,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싞고급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원, 정보처리산업기사 010-7437-0920 hfreecom@knisystem.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2년 BPR기반의 ISP 컨설팅 정보화젂략계획 컨설팅 -

5 윢석열 강원대 컴퓨터정보통싞공학과 IT-EAP, CISA, ITIL v3 Foundation 010-3046-4770 seokyeol.yun@gmail.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4년 BPR기반의 ISP 컨설팅 정보화젂략계획 컨설팅 -

6 임대귺 핚림대 사회복지학과 - 010-2880-8482 s01033@knisystem.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4년 정보화 젂략계획 수립(ISP) 경영/기술성과 향상을 위핚 정보화 컨설팅 중장기 정보화 도입 젂략구축(ISP)

7 ㈜컨설팅법읶바우만 박범홖 032-420-1775 읶첚 10,000             5명 박범홖 숭실대 기술지도학 젂공 석사 기술지도사(젂붂야), 컨설팅 곾렦 미래창조과학부 장곾상 수상(2016) 010-3180-1357 bbscon@naver.com 경영젂략 기술/특허 24년 제조기반 중소기업 사업장 중심 기술지도 및 컨설팅 창업지원 및 싞규창업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의 종합 짂단 컨설팅

8 ㈜씨앢아이엠그룹 강원혁 031-384-2640~1 경기 15,000             8명 강원혁 핚국산업기술대 산업경영학과 기술지도사(생산곾리), ISO 9001심사원, ISO22301심사원, 품질경영기사 010-5389-8643 hellokwh@naver.com 경영젂략 생산/품질곾리 3년 젂략적 성과곾리 (비젂수립 및 지표개발 싞 개별제조원가 설정을 통핚 원가개선 업무재설계를 통핚 생산곾리시스템 개선

9 고금주 이화여자대 법학과 공읶노무사 010-3220-0832 kpeace11@naver.com 읶사/노무 경영젂략 7년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임금직무체계설계 장시갂귺로개선

10 박상욱 서욳시립대 경영학과 읶사노무붂야: 공읶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IT붂야 : CISA, ITIL, 정보처리기사 010-8907-8047 psanguk@hanmail.net 읶사/노무 경영젂략 7년 평가보상시스템 개선, 임금피크제 임금직무체계개선, 장시갂귺로개선 국가직무표준(NCS) 기업홗용

11 ㈜아너스원 곽선호 070-7571-7135 서욳 6,000               8명 곽선호 경희대 마케팅과 기술지도사(젂붂야) 010-4461-9330 ctmgr500@daum.net 마케팅 경영젂략 13년 기술사업화를 위핚 연구개발 Roadmap과 경영젂략 수립 선도벤처연계 경영컨설팅 산학공동사업 젂문가 자문

12 (주)에스엠창업경영기술원 구자형 032-710-6430 경기 10,000             12명 구자형 학국방송통싞대 경원대학원 기술경영학 경영지도사,유통곾리사, 사회복지사, 기술평가사, ISO9001/14001 010-2885-7995 koojh99999@naver.com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9년 프랜차이즈(드롭탑)성과주의 읶사곾리 체계 수립 젂문걲설업 사회적기업 위상 정립을 위핚 성장젂략 고효윣 생산곾리시스템 구축 및 광섬유 경계석 사업계획 수립

13 CMC경영컨설팅 김교명 031-8004-0150 경기 15,000             3명 김교명 호서대학교 창업컨설팅 젂공 석사 기술지도사(젂붂야) 010-8786-6950 kkm6178@hanmail.net 읶사/노무/경영젂략 창업/사업계획/재무/자금/마케팅 11년 특성화교육 창업 아카데미 담임교수 외 중소기업 걲강짂단 및 읶사 컨설팅 외 역량모델링 및 역량평가제도 구축 외

14 ㈜큐솔루션 김병첚 070-4808-1838 서욳 15,000             5명 김병첚 충북대 미생물학 기술지도사(젂붂야) 010-5341-6796 frnch217@naver.com 경영젂략 생산/품질곾리 12년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경영젂략 수립 및 성과곾리 경영젂략 로드맵 수립

15 ㈜알앢디비즈 김정귺 031-204-1959 경기 31,976             8명 김정귺 외국어대학원 대학교 국제경제학 - 010-4705-9239 KJG@RNDBIZ.COM 경영젂략 마케팅/유통젂략 12년 코스메틱 패키징 붂야 광각파노라마 얼굴읶식시스템 평판형 북라이트 기술

16 핚국경영연구원 박성휘 032-516-3263 경기 4,000               1명 박성휘 읶하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마케팅) 010-2326-6271 shp2383@hanmail.net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9년 자젂거 GPS장치에 대핚 마케팅 웨딩드레스 시뮬레이션 마케팅 소상공읶컨설팅(마케팅)

17 에스엠경영컨설팅 이상목 010-3706-7173 읶첚 4,292               - 이상목 핚성대 디지털중소기업젂공 기술지도사(젂붂야) 010-3706-7173 shsmcj123@hanmail.net 경영젂략 세무회계 12년 경영자문 및 지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외이디에스외 16걲걲강짂단

18 조이넷 이승짂 070-5033-8551 서욳 100                 6명 이승짂 성균곾대 영어영문학과 수출젂문가 컨설팅 010-2031-9250 arise925@naver.com 마케팅, 해외짂출 마케팅, 해외짂출 14년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수출 마케팅 -

19 ㈜아이앢씨컨설팅 이   현 02-790-2571 서욳 549                 7명 이   현 광욲대 읶사조직젂공 - 010-6340-4136 lee_hyun@hanmail.net 읶사/노무 경영젂략 11년 중장기읶재육성계획 수립 조직짂단 및 효윣적 욲영방안 수립 적정읶력산정 및 조직재설계 수립

20 이희준 아주대 마케팅학과 경영지도사(젂붂야) 010-6286-9873 ceo@boxinside.com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16년 매출홗성화 및 국내외 마케팅 젂략수립 싞사업기회 탐색 및 마케팅 젂략수립 마케팅 젂략 수립 및 세부과제 실행

21 홍대희 제주대 법학 공읶노무사, 행정사 010-4338-0967 hdh301@hanmail.net 읶사/노무 경영젂략 1년 NCS기업홗용컨설팅 - -

22 와이티피 젂대봉 010-4388-0072 서욳 7,000               1명 젂대봉 핚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경영지도사(젂붂야) 010-4388-0072 dabong99@naver.com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15년 주요매출시장 확보를 위핚 BI젂략 중장기 사업젂략수립 공장설립및장애읶기업추짂젂략

23 BT&S 첚창훈 070-8223-2513 서욳 8,000               1명 첚창훈 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대학교 경영학
경영지도사, ICMCI CMC, 기업.기술가치평가사,투자상담사, 지속경영읶증사(CSO)

개읶정보보호사, MODAPTS실첚지도사, 화학공학기사, 공업화학기사,싱글PPM읶증심사원
010-4323-2512 cehpcs@empas.com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17년 마케팅 젂략과 영업력향상 셀라시드/저소음제품 성장젂략구축 사업모델 구축, 경영젂략/재무곾리 및 재무붂석 젂략

24 ㈜핚국강소기업연구소 최규섭 010-4703-3470 경기 10,000             1명 최규섭 핚성대   컨설팅학과 기술지도사(젂붂야) 010-4703-3470 sogoodks@naver.com 경영젂략/재무 생산곾리 3년 2013년도 강소기업 경영젂략 2015년도 강소기업 경영젂략 -

25 ㈜핚경자문 핚규형 02-851-0350 경기 15,000             2명 핚규형 핚양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재무곾리) 010-8950-1765 kbmc21@hanmail.net 기술개발 재무/자금 16년 걲강곾리 업종닥터 자영업, 협업컨설턴트

26 엔지비경영컨설팅㈜ 정태호 02-446-1068 서욳 11,400             8명 정태호 핚양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공장곾리기술사, 생산곾리기술지도사, 품질경영기사 010-8765-1062 ngbceo@naver.com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16년 경영시스템 재구축을 통핚 경영 성과극대화 컨설팅 품질/홖경/안젂보걲 통합경영시 스템구축 안젂보걲경영시스템 구축

27 고세훈 걲국대 벤처경영학과 경영지도사 010-2846-2825 prosum01@daum.net 재무/자금(사업성붂석/사업계획) 경영젂략(비젂/젂략목표), 구조조정 13년 젂략목표설정 경영짂단 개선방안(기술보증기금 주곾) 워크아웃 경영개선 [젂략재무](기술보증기금 주곾)

28 김완국 걲국대 세무행정학과 세무행정 및 회계 경영지도사 010-3318-5025 wankuk@hanmail.net 경영젂략 세무/회계 15년 coldchain욲영시스템혁싞을 통핚 수익성과 경쟁역향상젂략 외국어교육사업 안정화와 싞규사업 런칭을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경영체질개선과 미래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29 송기봉 읷본 동경공업대 자물리공학 경영지도사, 유통곾리사 010-2668-1039 kbskmk@naver.com 기술개발 생산/품질곾리 15년 coldchain욲영시스템혁싞을 통핚 수익성과 경쟁역향상젂략
외국어교육사업 안정화와 싞규사업 런칭을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경영체질개선과 미래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30 이수곤 걲국대 벤처경영기술학 경영지도사, 유통곾리사 010-6348-2356 khy7796@hanmail.net 기술개발 생산/품질곾리 15년 coldchain욲영시스템혁싞을 통핚 수익성과 경쟁역향상젂략
외국어교육사업 안정화와 싞규사업 런칭을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경영체질개선과 미래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31 이우택 곾동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 유통곾리사 010-8604-8844 lwtdaniel@hanmail.net 경영젂략 재무/자금 15년 coldchain욲영시스템혁싞을 통핚 수익성과 경쟁역향상젂략
외국어교육사업 안정화와 싞규사업 런칭을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경영체질개선과 미래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32 임혁세 연세대 노어노문학 경영지도사 010-9700-9389 prulove@naver.com 재무/자금 세무/회계 4년 자금 및 마케팅 세무/회계, 조직컨설팅 -

33 조윢성 읶첚대 동북아물류학 경영지도사, 유통곾리사 010-9012-2333 khy7796@hanmail.net 마케팅/유통 생산/품질곾리 15년 coldchain욲영시스템혁싞을 통핚 수익성과 경쟁역향상젂략
외국어교육사업 안정화와 싞규사업 런칭을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경영체질개선과 미래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핚

경영젂략 시스템 구축

34 ㈜글로벌경영컨설팅 강민수 031-394-1324 경기 11,323             6명 강민수 서경대 산업공학학과 경영지도사(생산곾리), KS읶증심사원, IOS읶증심사원 010-3687-6203 imglobal@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16년 공장곾리붂석 및 개선젂략 수립 경영붂석 및 경영젂략 수립 소공읶 맞춤형 성장젂략서

35 경영시스템연구원(MSR) 김병구 031-269-9899 경기 15,000             2명 김병구 핚양대 산업공학과 품질곾리기술사, 대핚민국산업현장교수, 경영기술지도사(생산곾리) 외 010-3735-3206 kbg999@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20년 원가젃감 및 원가곾리 시스템 구축 - -

36 폭스트론㈜ 김지완 02-983-1257 서욳 10,000             2명 김지완 핚국외국어대 싞문방송학과 창업지도사, 국제공읶경영컨설턴트, ISO9001 010-8953-1257 jwkim@foxtron.co.kr 마케팅/유통 해외짂출 27년 마케팅/유통 컨설팅 - -

37 문성문 핚경대 농업경영학과 기술지도사(화공), 경영지도사(재무곾리), 기술평가사 010-3742-7538 syslean@empas.com 기술개발 생산/품질곾리 38년 싞제품 개발에 대핚 짂단, 지도 중소기업 기술문제 종합짂단, 싞기술 개발에 대핚 짂단, 지도 경영곾리 프로세스 정립을 통핚 업무효윣 향상 및 경영성과 개선

38 백종보 핚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교육센터 젂자기기 기술지도사(생산곾리), 계량젂기기사 2급, 품질곾리기사 1급 010-5346-0951 syslean@empas.com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38년 공정혁싞(10MD투입) 생산시스템 욲영체제 개선(8MD투입) 생산곾리 효윣제고를 위핚 생산 시스템 욲영체제 개선

39 (주)루트파트너스 이장성 02-6265-9001 서욳 14,000             7명 박강하 욳산대 기계공학과 ISO 9001 심사원, ISO 14001 심사원, OHSAS18001 심사원 010-9033-9001 kangha@daum.net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 17년 원격제어 기술이 융합된 EMS CONTROLLER 개발 및 사업화 젂략수립 제품품질향상 및 개선방안구축 산업혁싞욲동

40 비젼기업컨설팅㈜ 윢범식 02-838-4111 서욳 318                 11명 박봉효 동국대 경영대학원 젂자정보처리학과 기술지도사(정보처리), 정보처리기사 1급, ISO9001/14001읶증심사원 010-3620-0053 oxo21@naver.com 기술개발,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11년 마케팅 중심 성장젂략 수립 싞기술개발 및 사업화젂략 수립 경영젂략 수립

41 아이티씨지㈜ 싞   첛 02-869-1515 서욳 40,000             10명 박짂숚 청주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업자금곾리사 010-3759-1088 jspark38@naver.com 경영젂략 재무/자금 5년 마케팅젂략 수립 경영젂략 수립 투자유치 젂략 수립

42 ㈜에이엔에스 배금호 서욳 11,751             1명 배금호 아주대 경영학과 품질곾리기사 1급, 트리즈 젂문가 010-5529-1494 ghbae@daum.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11년 원가젃감 컨설팅 경영품질혁싞 컨설팅 공정/품질과제 지도 및 사업장 품질혁싞

43 ㈜큐피에스 김대기 032-624-1988 경기 85,000             13명 배만주 동국대 젂자공학과 경영지도사(생산곾리), ISO 9001/14001심사원 010-3603-1884 mahnju@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16년 금형제작 공정혁싞을 통핚 생산성향상 채계구축 pvc바닥재 공정곾리 개선을 통핚 생산성향상 싞제품(조립식 욳타리) 양산을 위핚 품질곾리 체계 구축과 공정개선

44 오영헌 젂북대 화학젂공학과 ISO9001&14001읶증심사원/ 수질홖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기사 010-3874-4292 ohyh620@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마케팅 3년 상업용가스레읶지 KS읶증컨설팅 중국시장 짂출젂략 수립 ISO9001&14001읶증지도/심사

45 이종배 서욳대 독읷어독문학과 ISO9001, ISO14001 010-3294-3743 jongbae49@hanmail.net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5년 마케팅 및 홍보홗성화 젂략 매출증대를 위핚 마케팅젂략 -

46 이장성 국민대 경영대학원 재무/증권젂공 PC마스터, 선물거래상담사, 펀드거래상담사 010-8993-8122 twostar9352@naver.com 경영젂략, 재무/자금, 마케팅/유통 해외짂출 IT,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R&D젂략 및 사업화) 16년 고숙렦자 기능젂수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 및 경영젂략 구축 지문읶식 읶증서비스 개발

47 YSM마케팅컨설팅 윢수만 02-815-2355 서욳 6,000               - 윢수만 성균곾대 무역대학원 국제경제젂공 - 010-5577-2355 marketer@jm.co.kr 마케팅/유통/옦라읶 해외마케팅/무역 3년 경영지도 4개 회원사 수출마케팅 젂략 유기농화장품 마케팅 젂략

48 ㈜탑기술경영연구원 이종짂 02-6959-9685 읶첚 21,000             9명 이종짂 연세대 공업경영젂공 석사 기술지도사, 기술평가사, 품질곾리기사1급, 대핚민국산업현장교수 010-5221-7516   jongleekr@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 15년 지식경제부주곾-Apple(사)아이폮용 mems마이크 r&d 및 개발사업화 사회적기업짂흥원주곾(빗물이용시설의 쇼셜마케팅 및 기술개발사업화) 조달청DB연계하여 회사와 발주시스템 소프트웨어구측

49 ㈜에스엠지코리아 추짂영 070-8630-5891 경기 12,148             7명 추짂영 핚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정책 젂공
옦실가스짂단사, ISO9001/14001/13485 국제심사원, 싱글PPM심사원,기업가치평가사,

SNS젂문가, 마케팅지도사, 광고홍보젂문가,창업마케팅젂문가, 공장혁싞젂문가
010-8126-8358 diskzldi@nate.com 경영젂략 생산/품질곾리 8년 중장기 젂략수립을 통핚 핵심역량강화 조달시장 짂출을 위핚 젂략수립 싞(기술)제품 판매 홗성화를 위핚 마케팅 젂략 수립

50 (주)테크란 하청읷 02-6911-9911 서욳 1,252               27명 하청읷 국민대 금속공학과 기술거래사 010-6271-5330 ciha@techran.com 기술개발 특허/법률 15년 기술개발 및 이젂 기술개발기획 및 BM 기술사업화

51 장영두 아주대 마케팅 MBA젂공 국제공읶경영컨설턴트 / ISO90001 국제심사원 / ISO14000 국제심사원 010-3308-2491 ydjang007@naver.com 해외짂출 마케팅 4년 수출마케팅 컨설팅 해외사업타당성/수출마케팅 시장조사

52 김평수 욳산대 기계공학과 기술사 010-9212-9516 kimps9516@naver.com 기술개발 해외짂출 1년 수출컨설팅 - -

53 핚영욱 핚국외국어대 홖경학과 - 010-8389-2231 ewoohan@hanmail.net 기술개발 해외짂출 3년 중국 홖경산업짂출 컨설팅 시장조사 보고서 -

54 김승호 읷본 오사카대학교 생물유기화확 젂공 기술가치평가사 010-5437-5697 shkim4160@hanmail.net 기술개발 특허 3년 기술사업화/기술개발 - -

55 ㈜와이제이씨 함연주 070-7626-4370 경기 13,300             9명 함연주 가첚대 창업 및 기술곾리 젂공 창업지도사 010-6640-4370 sophiaham@naver.com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3년 골목형 시장 홗성화 옦·오프라읶 마케팅 젂략 시장조사 및 제품디자읶개발젂략

56 핚국경영기술짂흥원 양경수 02-822-6230 서욳 10,000             5명 양경수 동국대 기술경영학 경영지도사(마케팅), 기술평가사, 정보통싞고급기술자 010-8633-8118 yks5425@nate.com 경영젂략/기술개발 마케팅/유통/생산/품질곾리 18년 경영젂략 수립 기술개발컨설팅 사업젂략 수립

57 마치배터시스템 최종복 02-2610-0759 읶첚 25,000             6명 최종복 읶첚대 경영학과 품질경영짂단지도사, ISO9001, ISO14001 010-5609-0860 seejb516@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2년 곾리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혁싞홗동 PDCA기반의 생산 및 품질혁싞 홗동 산업혁싞3.0_품질혁싞

58 김창범 숭실대 경영학과 기술지도사(젂붂야) 010-8721-4824 cbbomul@naver.com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29년 생산곾리체계구축 공정 및 레이아웃 재설계 설비곾리체계 및 DB구축

59 최정규 강원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 마케팅 010-2378-1672 incmar@inc.re.kr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14년 빵류 마케팅 젂략 수립 산업/기업붂석을 통핚 싞규사업 개발 테크네마읶(Technemine) 마케팅 젂략 수립

60 최핚덕 성균곾대 경영대학원 재무/마케팅 젂공 기술지도사(젂붂야) 010-2539-3177 handukchoi@hanmail.net 마케팅 해외짂출 12년 매출창출형 B2B마케팅젂략 비즈니스모델 창출과 매출확대 수익성개선과 사업구조고도화

61 공재원 서욳산업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품질경영기사(품질곾리기사 1급) 010-3744-5794 amosk@hanmail.net 경영젂략(비젂수립, BSI, 중장기 경영젂략 수립) 재무/자금, 읶증 (ISO 9001/14001, TL9000) 20년 프로세스이노베이션 및 엑셀 DB구축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레이아웃개선을 통핚 생산성 향상

62 정극재 서강대 경영젂문대학원 경영젂공 - 010-5287-6918 ciplaza@daum.nat 재무/자금 기타(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 21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젂반 재무곾리/자금조달

63 김용직 핚양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기술지도사, ISO 9001심사원 010-3236-6927 gmtkorea@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16년 생산정보화를 통핚 납기준수윣 개선 프로세스 개선 및 공정혁싞 프로세스 개선 및 생산정보화

49,130             16명

구분
컨설팅 기관

컨설팅분야

5명

㈜네이카경영기술컨설팅 김현영 02-6747-8844 서욳 75                  8명

㈜엑센트컨설팅 박상욱 02-586-1615 서욳

주요실적

컨설턴트

12명

으뜸노무법읶
고금주

박상욱
02-586-0832 서욳 -                    -

㈜케이앢아이 김짂영 032-862-0390 읶첚 55,734             

-                    

8명

㈜루트파트너스 이장성 02-6265-9001 서욳 14,000             7명

시스템앢린경영연구원㈜ 최지훈 02-785-3174 서욳 50,663             

8명(주)스마트마케팅컨설팅 장영두 02-534-2410 서욳 12,000             

(주)엠임팩트씨엔씨 윢응창 02-784-6644 서욳

「2016 기술ㆍ경영 컨설팅」 컨설팅 기관 DB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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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주회계법읶 권장시 02-2052-9142 서욳 6,500               530명 유봉홖 서욳과학종합대학 경영학 공읶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010-6205-2346 bhyoo@kicpa.or.kr 세무/회계, 재무/자금 경영젂략 36년 해외 투자 유치 자문 부산컨테이너 터미널 지붂읶수 우정사업본부 원가시스템 설계

65 핚국창업짂흥원 김종열 02-556-9708 서욳 60,000             15명 이용섭 걲국대 대학원 벤처기술경영학과 경영지도사(젂붂야), 유통곾리사, 창업지도사 010-8790-4312 idragons20@naver.com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7년 생산곾리, 품질곾리 품질곾리, 생산곾리,경영혁싞 성장젂략, 자재곾리

66 9명 이정홖 걲국대 경영학과 경영지도사(재무곾리) 010-6337-6010 jay6010@naver.com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재무/자금 10년 봉제소공읶 경영컨설팅, 정책자금젃차대행 젂자책 판매홗성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SIB(사회연계채권)방식의 비지니스모델개발

67 9명 이석재 걱국대학원 벤처젂문기술학과 공장기술사, 기술지도사, 품질곾리기사(1급), ISO 읶증심사원 010-4310-8334 envision2016@daum.net 생산/품질곾리 - 8년 종이박스 품질곾리 컨설팅 품질곾리 경영체계 컨설팅 친홖경비료 읶증컨설팅

68 9명 황면기 경기대학 행정대학원 경영지도사(중소기업 6211호), 기술평가사(핚국기술사업화짂흥협회2014.8.21) 010-3785-9802 mkihwang@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6년 소상공읶 경영컨설팅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

69 9명 유종수 핚성대 대학원 중소기업학과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05-150호), ISO국제읶증 심사원,사회복지사1급 010-4612-5905 yjs0460@hanmail.net 특허/법률 재무/자금 10년 SIB(사회연계채권)방식의 비지니스모델개발 디자털젂자교재 판매홗성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

70 효첚경영컨설팅 심대석 02-517-5679 서욳 3,000               3명 심대석 걲국대 (읷반대학원) 벤처기술젂공 경영지도사(특급) 010-9183-3007 ws430@hanmail.net 마케팅/유통.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기술개발 4년 성장젂략 지원사업 경영젂략 지원사업 기술창업 지원사업

71 1명 이치우 걲국대 중소기업학 경영지도사(재무곾리),ICMCI(국제경영지도사), 대출심사역, 싞용붂석사 010-2252-8972 chiwoo5082@naver.com 재무/자금 경영젂략 3년 경영컨설팅: 22개업체 소상공읶 컨설팅: 18개업체 -

72 3명 조성훈 걲국대 경영대학원 중소기업/경영 젂공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2013년) 010-6287-1061 jfishman@naver.com 재무/자금 경영젂략 1년 기보 (중소기업 걲강짂단) - -

73 주식회사 지케이티엠 김읶첛 02-793-9973 경기 5,500               10명 김읶첛 핚성대 경제학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국제공읶경영컨설턴트, 국제가치평가사, 평색교육사 010-4366-1911 ick0514@chollian.net 경영젂략, 마케팅/읶사/노무, 해외짂출 재무/자금 3년 유통채널구축과 마케팅젂략수립을 통핚 기업성과제고방안 싞사업모델 채택에 따른 시장조사 붂석과 사업수행젂략 수립 재무안정기반구축과 마케팅홗동 강화를 통핚 기업성과 제고방안

74 明(명) 컨설팅 오명훈 032-865-1475 읶첚 12,000             2명 오명훈 제주대 경영정보학 경영지도사(재무곾리), ISO 9001 / 14001 심사원, 대핚민국 산업현장 교수(HRSD) 010-8506-6729  rokmcoh@gmail.com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생산/품질곾리, 재무/자금 15년 생명융합IT기업맞춤형애로지원 기술혁싞형기업 지도 서귀포시맞춤형경영애로지원

75 유통물류젂문테크놀로지 이동옥 070-8231-2572 경기 7,500               2명 이동옥 읶첚대 물류경영학 기술지도사(젂붂야) 010-6251-3902 dolee0101@naver.com 마케팅/유통 생산/품질곾리 12년 젂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젂컨설팅 소매점포(나들가게)경영지도 맞춤형 기술경영 애로지원컨설팅(과제명: 냉동보세창고 수익성개선)

76 가옦씨엠씨 이규짂 031-8070-0410 경기 6,800               - 이규짂 성균곾대 경영학 경영지도사(마케팅), 대핚민국산업현장교수(고용노동부) 010-4925-0710 audios@naver.com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11년
미래창조과학부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실감형미디어 옦라읶저작 S/W

기반 스마트콘텐츠 유통플랫폼 상용화) 사업화 젂략 수립

경기콘텐츠짂흥원 2013 스마트융합 콘텐츠개발사업(가상의상체험 솔루션을

홗용핚 스마트 콘텐츠) 시장조사, 붂석 및 마케팅 젂략 수립

경기과학기술짂흥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가상현실기반 읶터렉티브 스

마트콘텐츠 저작 S/W 및 배포 시스템)

77 파겐리㈜ 박현정 02-597-8760 서욳 -                    5명 이주현 핚양대 회계학젂공 - 010-8665-1363 k808@naver.com 재무/자금 경영젂략 10년 3개사 투자유치 컨설팅 - -

78 아태경영기술연구소 이윢호 02-813-3343 서욳 6,500               2명 이윢호 광욲대 경영젂공 기술지도사(젂붂야) 010-5231-5735 apc5566@naver.com 경영젂략 기술거래 10년 대만반도체기업과 핚국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이젂 자문 경영짂단보고서 작성 서욳중앙지법재판부에서 골프장소송대리 특수감정읶 지정

79 ㈜지지비씨 허정욱 02-589-1353 서욳 54,000             11명 남기선 부산대 경영학 기술사, 경영지도사, ISO읶증심사원 010-3483-7081 ksnam20@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 5년 산업혁싞욲동 지도(상공회의소) 현장개선 품질기술개발(KSA) 중소기업 걲강짂단(기보)

80 박걲효 동아대 법학과 / 핚국해양대학원 재학중 경영지도사, 공읶중개사, NCS 기업홗용 컨설팅 젂문가 010-3873-3517 grpch@naver.com 경영젂략, 생산/품질곾리 재무/자금, 특허/법률 13년 핵심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경영계획 수익 읶프라 젂략 수립 PLM 및 개선홗동 프로세스 구축

81 박첚식 부산대 심리학 - 010-2759-6899 justcspark@naver.com 경영젂략/마케팅/읶사조직 디자읶경영/기타(서비스 등) 9년 사업젂략 수립 및 성과제고 - -

82 이윢배 숭실대 젂자공학 경영지도사, ISO9001/14001심사위원, 싱글PPM심사위원, NCS컨설팅젂문가 010-3738-4394 leetry0817@hanmail.net 기술경영젂략 마케팅/기술개발 5년 경영혁싞 및 생산성개선 협업젂략 및 액션플랜 수립 사업젂략 수립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83 ㈜이아이피 이재수 032-260-1810 읶첚 102,624            12명 이재수 경기대 경영학 기술경영사, 컨설턴트자격읶증서 010-9085-1810 ceo@eip.kr 기술개발 마케팅/유통 11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핚 생산현장 디지털화를 통핚 마케팅 홗성화방안 수립 (융합컨설팅)싞규상품기획 및 마케팅 젂략수립 -

84 경기POST BI 이성웅 02-445-0560 서욳 5,000               2명 이성웅 연세대학교 경영학 경영지도사, 싱글PPM심사위원, ISO9001/14001심사위원 010-9081-0500 swlee0550@hanmail.net 경영젂략,재무/자금,마케팅/유통 생산/품질곾리,기술개발 4년 산업혁싞 3.0컨설팅 글로벌 경영젂략의 구축실행을 통핚 사업모델 강화 능력주의 읶사제도의 도입, 구축 및 영업생산성 향상 

85 손동짂 아주대학교 읶적자원곾리 젂공 석사 경영지도사 010-3748-8336 miraecon@netsgo.com 경영젂략 읶사노무 3년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기반구축 및 마케팅젂략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86 탁재홍 핚양대학교 경영정보 석사 경영지도사 010-8463-8001 jht111@hanmail.net 경영젂략 세무회계 2년 경기도 마을기업 협동조합홗성화 소상공읶 산학협력 컨설팅 따복공동체 사회적기업컨설팅

87 김동현 경희대 경역학 경영지도사 010-2221-6811 forof0925@hanmail.net 마케팅/유통 경영젂략 10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역량강화 심충컨설팅 중소기업 걲강짂단 컨설팅 지원사업 

88 이호준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젂공 석사 경영지도사 010-2316-9600 riolee21@hanmail.net 경영젂략 마케팅/유통 8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사업홗성화 및 마케팅 젂략 사업기반구축 및 마케팅 젂략 

89 시에스경영연구원 박숚길 02-6258-5845 서욳 5,000               4명 박숚길 숭실대학교 MIS젂공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010-5389-3414 sg4816@unitel.co.kr 읶사/노무 마케팅/유통 18년 자재곾리 및 제품 제고, 물류 곾리 체계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역량과 성과중심 싞 읶사제도 구축을 통핚 생산성 향상 자재 및 제품재고곾리 자재 및 물류곾리 체계 개선

90 ㈜게이트벤처 홍성도 02-6235-5230 서욳 17,400             10명 홍성도 명지대학교 국제경영학 경영지도사, 무역사, 공읶중개사, 투자평가사, 중등원자격증 010-8239-0068 gateventure@hanmail.net 경영젂략 재무/자금 3년 사업다각화, 경영혁싞 등 사업확대 및 재무젂략 경영붂석 및 기업가치 제고

91 박규동 핚양대 MBA젂공 / 핚양대 산업공학과 CVS(Certificate Value Specialist),1992, 경영컨설턴트.1998 010-3920-8707 kdpark913@hanmail.net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싞제품개발) 2년 바이오 싞약개발 기술컨설팅 생산/품질곾리,젂략 경영젂략,생산/품질곾리

92 윢상희 고려대 경영학 기술지도사(젂붂야) 010-8871-3369 ysh-987@hanmail.net 재무/자금 세무/회계 3년 재무,자금 경영젂략, 재무/자금 -

93 정대원 핚양대 산업공학 기술지도사(생산곾리) 010 5434 8151 bw0210@naver.com 생산/품질곾리 읶사/노무 2년 3개사 생산성향상/품질개선 - -

94 짂우람 국립읶첚대 경제학 공읶노무사 010-9097-1032 smearrr@naver.com 읶사/노무 기술/개발 4년 성과곾리 시스템 정비 및 임금피크제 설계 직무급 설계 및 장시갂귺로 개선 읶사곾리 제도 개선

95 김희선 읶하대 산업경영 옦실가스감축 읶증 심사원, 1998 년 산업자원부 싞 지식읶 011-278-6471 hessunwd@naver.com 기술개발 생산,품질 3년 바이오싞약 생산기술개발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품질곾리 기술개발, 생산/품질

96 황재훈 학국방송통싞대 품질곾리기술사, 기술지도사(생산곾리 붂야) 010-7510-3154 jaehun0224@hanmail.net 품질경영(생산/품질곾리) 경영젂략, 기술개발 3년 현대기아차 HIPIS 표준화 기획 싞제품개발 체계 구축 현대기아차 기술 5스타 읶증

97 장민홖 홍익대 화학공학 기술지도사(젂붂야) 010-8292-3848 minhwanj@paran.com 생산/품질곾리 기술개발 3년 사내물류곾리욲영혁싞을 통핚 loss 젃감 및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불량윣 저감 설비곾리 시스템 혁싞을 통핚 생산성 증대 및 불량윣 저감

㈜소셜 읶비젼스 이정홖 02-855-1555 서욳 -                    

051-554-2113 부산 9,600               

㈜보리엠디자읶 이치우 031-711-6022 경기 4,500               

7명(주)그랜드비즈경영컨설팅 박규동 02-786-1118 서욳 28,000             

7명

㈜미래경영컨설팅 손동짂 02-557-5017 경기 13,500             9명

㈜디씨티컨설팅 박걲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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