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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CEO
한국기업환경연구원(KOREA Business Environment Institute)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입니다.
KBEI는 현재 학술정책, ODA, 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대해 정책기획
에서부터 성과평가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BEI는 2013년 설립 이래 정부, 기업 등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새
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업의 발전, 성장을 촉진하는 전문기관으로써 다각
화된 경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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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Company

ABOUT THE COMPANY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은 2013년 설립 이래로 학술정책 〮 ODA 〮 교육 및 컨설팅 분야의 Total
solution 제공을 통해 기관 및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최고의 전문성
과 역량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
Mission

기업 연혁

통합적 지식 솔루션을 제공하여
창조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한다

2013.06.

회사 설립

2014.02.

중앙대학교 가족회사 협약

2014.04. 자율환경경영진단 Tool 개발
Vision

World TOP 10 in Business
Partner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

2017.07. 분당 사업소 개소
2018.01.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2018.02

Core
Value

전문성
Professional

신뢰
Trust

지식
Knowledge

중기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제2010-585호)

2018.04. GEM 한국 대표 리서치기관 선정
2018.06.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기술인력 양성방안 연구
2019.01. 여성과 기업가정신 출판(ISBN979-11-966347-2-8)

Business
Scale

2019.08.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도출 연구
Global
Startup
Climate
Change

Business
Consulting

2020.03 : 여성기업 인증(제 0118-2020-09378)
2020.03 : 한국환경교육협회 경기지부 지정(제 2019-01호)
2020.04 :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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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학술정책
Research

교육 및 컨설팅
Education &
Consulting

국제개발협력
ODA

산업계, 기관의 학술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스타트업, 중소기업, 환경경
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경제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의 실질적인 솔루
션 제공

조직도

전문가 그룹

학술정책

ODA

교육 및 컨설팅

한국기업환경연구원은 분야별 석사/박사급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
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명

근무경력

직위

전공

학위

강순빈

20년

원장

경제학(농업경제)

박사

임재미

15년

대표이사 / 학술정책 본부

경제학(환경경제)

박사

손희철

10년

대표이사 / ODA 본부

경제학(환경경제)

박사

남대현

25년

수석 / 교육 및 컨설팅 본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박욱열

15년

수석 / 창업 센터장

경영학(전자상거래)

박사

김희준

18년

수석 / 교육 센터장

교육학

박사

김현아

3년

책임

경제학

박사

한지아

10년

책임 / ODA 팀장

개발협력

석사

장윤석

21년

책임

경영학

석사

유경태

13년

책임

창업학

석사

송유빈

5년

책임

고령친화산업학

석사

손수환

3년

선임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

김건우

3년

선임

경영학

학사

강윤혜

3년

선임

예술경영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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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Services

SERVICE PERFIRMANCES
학술정책 연구 & ODA
사업기간

발주기관

대장신도시 문화도시 콘셉트 조성계획 수립 용역

사업명

2020.07~10

부천시청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2020.04~12

국무조정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작성 용역

2020.03~05

문경시청

2019년 산업에너지 ODA 종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 용역

2019.1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추진

2019.11~02

국립공주대학교

2020년 문경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서 작성

2019.12~2020.02

문경시청

오송단지미래형융복합산업지원을위한쿼드러플플렉스건립타당성조사

2019.12~2020.02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2019.09~02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문화본부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2019.09~1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년지식재산창출지원및지식재산창업촉진사업성과분석연구용역

2019.08~12

한국발명진흥회

산업기술 정책아젠다 도출 연구

2019.08~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증축(안) 타당성조사 용역

2019.07~09

서울특별시 강북구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정책 수립용역

2019.06~11

연수구청

2019 귀어귀촌 조사연구용역

2019.06~12

한국어촌어항공단

연수구 탄소중립도시 조성 정책 수립 용역(중앙대)

2019.06~11

연수구청

기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2019.05~1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속적제조기술촉진을위한뿌리기술지원센터자립화방안연구

2019.05~0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프로그램

2019.04~11

수도권기상청

2018.12~2019.02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체계 구축 지원 용역

한국저작권위원회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선정을위한지원기관현황조사 2018.11~2019.02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만족도 향상 방안 위탁용역

2018.11~12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창업지원기업 정밀분석

2018.11~2019.03

창업진흥원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2018.09~2019.01

창업진흥원

Home appliance market survey in Korea

2018.08~2020.07

GoodSourcingNetworksCo.,Ltd.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전 2022 전략수립 용역

2018.08~11

한국저작권위원회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재개발 용역

2018.07~12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후변화취약성및리스크평가를통한사업장환경개선방안

2018.06~10

지앤씨월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방안

2018.06~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GEM) 실태조사

2018.04~10

창업진흥원

기상정보 활용 수요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2018.03~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성대학교 LINC+ 만족도 조사

2017.12~2018.02

연성대학교

2017 창업인식 실태조사

2017.11~2018.02

㈜비트리서치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만족도 조사

2017.08~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반 창업의 범위 및 경제적 효과 연구

2017.08~11

창업진흥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16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지수 조사

2016.12~2017.07

한국환경공단

2016.04~10

한국에너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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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ERFIRMANCES
컨설팅
사업기간

발주기관

녹색경영보고서 제작 용역

사업명

2020.06~07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녹색경영보고서 제작 용역

2020.06~07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녹색경영보고서 제작 용역

2020.06~07

한국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

녹색경영보고서 제작 용역

2020.06~07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자율환경경영진단 컨설팅 보고서 작성

2020.06~07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환경경영 브로셔 작성 용역

2020.05~06

한국남동발전

자율환경경영진단 컨설팅 보고서 작성

2019.03~04

영광YKMC

자율환경경영진단 컨설팅 보고서 작성

2019.03~04

청호지앤씨

자율환경경영진단 컨설팅 보고서 작성

2019.03~04

한국남동발전

환경경영보고서 작성
보고서 기획 디자인 등
환경경영보고서 작성
안전경영보고서 작성
안전경영 진단 및 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진단
안전경영 진단 및 컨설팅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서부발전 안전교육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
2016년 녹색경영진단 보고서 발간 용역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자율환경경영 시스템 진단
자율환경경영시스템 평가보고서 작성

2018.04~05
2018.04
2018.03~04
2018.03~04
2017.11~12
2017.10~11
2017.09~10
2017.07~08
2017.07~08
2017.07~08
2017.03~04
2017.03~04
2017.01~02
2016.08~09
2016.04~05
2015.05~06
2015.05~06
2015.01~02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한화디펜스(주)
㈜원진엠앤티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대진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한국공항공사
두산DST
현대오일뱅크
㈜덕산

교재개발 및 교육
사업명

2020년도 창업역량강화대학 체계구축
지역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재개발 용역
비즈니스클리닉(수출판로개척)
한양스타트업챌린지 캠프
창업자 역량진단 검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캠프
비전캠프 운영용역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강화 체계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사업기간

발주기관

2020.06~12
2019.04~11
2018.07~12
2018.05
2018.01
2018.01
2017.12
2017.06
2014.10~2015.02

극동대학교
수도권기상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성균관대학교

1035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7,팬텀광장 507, 한국기업환경연구원
507, 7, Gumi-ro 9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Korea Business Environment Institute
www.kbei.re.kr
Tel. 031-676-9111
Fax. 031-673-5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