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와이즈
ECOWISE
(주)에코와이즈는
인간과 환경,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환경전문컨설팅 기업입니다.

Ecowise is a professional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 that work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environment, and enterprises.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801호

TEL 02-47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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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핵심가치 Ecowise Core Values

기업과 환경,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글로벌 환경컨설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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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자세

열정적 태도

창조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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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와이즈는 기후변화, 국제제품환경규제, 제품기술인증, 환경경영, 해외환경사업, 그린IT사업에 관한
컨설팅과 솔루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축적된 (주)에코와이즈만의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와이즈의 비전 Ecowise Vision

1. 우리는 비젼을 가지고 일합니다.
기업과 환경,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글로벌 환경컨설팅사"를 지향합니다.

기업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합니다.

글로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과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고자 노력합니다.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2.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사업범위를 넓히고
어려운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3.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실력과 인품을 갖춘 능력 있는 컨설턴트를

4. 우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일합니다.
다년간 컨설팅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전문지식, 경험, 문제해결방법 등 축적된 솔루션을 가지고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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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wise

사내 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 공개 컨설턴트

양성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컨설턴트 인턴쉽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익의 목적에 사용합니다.

능력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교육합니다.

수익의 일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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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실적 History & Performance

2018

• 보건의료 환경경영 컨설팅 고도화사업 수행 (KEITI)

2013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ASEIC)

• 컨버즈㈜, 전북대학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Wise GEMS) 개발

• 국일제지㈜, 에코플라스틱㈜,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 세아상역(주) 녹색공급망 구축 컨설팅 사업 수행

• 사무실 서울테크노파크로 이전

• 인천광역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한양대/건국대/전북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2017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태국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 보건의료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KEITI)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해외환경 바이어 및 VIP 초청업무 진행 (김대중컨벤션센터)

• 중기청 동남아시아 해외 민간 네트워크 선정

• ECO-MICE사업 개시

2016

• 보건의료 환경경영 컨설팅 고도화사업 수행 (KEITI)

2012

• 중기청 중소기업 우수 녹색 경영 컨설팅사 선정
• 홈플러스 테스코(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컨설팅 수행

• 컨버즈㈜, 전북대학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 신대양제지(주) 시화/반월사업장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 국일제지㈜, 에코플라스틱㈜,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 전북대/건국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수행
• PCAPI(필리핀 환경 오염 관리협회)와 MOU체결

2015

• (주)스타플렉스, 에코플라스틱㈜, 전북대학교 , 국일제지㈜ 온실가스 에너지

• UL Environment와 업무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컨설팅

•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GWP, Great Work Place) 선정

• 한양대학교, 케이지피㈜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 취업하고 싶은 강소기업 선정
•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2011• 부호체어원(주) 그린SCM구축사업 수행

2014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 (ASEIC)

• 한양대학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컨설팅 수행

• 한양대/건국대/전북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 이화여자대학교 온실가스 에너지 이행계획 컨설팅 수행

• 서울 전문상사단 선정 (서울산업진흥원)

• 한양대학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보고 컨설팅 수행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진행
• 신재생에너지 기업 필리핀 /말레시이사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에너지관리공단)
• KOTRA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지원사업 수행

2008

• 환경부 환경컨설팅사 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 삼성전자 15개 협력업체 환경경영 컨설팅
• 용기순환협회(KOVRA) 환경경영 및 전략수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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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Fields Of Business

01 해외환경사업

02 Eco-Mice 사업

1) 해외환경프로젝트

1) 해외환경전시회

2) 해외환경컨설팅

2) 해외시장개척단

3) 환경기술 이전/거래

3) 비즈니스 매칭
4) 해외바이어 초청
및 시찰단

03 해외환경인증

04 환경경영

1) CE(ErP)

1) 우수그린비즈

2) CE(RoHS)

2) ISO 14001

3) Eco Label

3) 환경마크

4) Green Seal
5) Energy Sta
r6) Green Guard
7) 해외환경마크

05 기후변화

06 그린IT/교육

1) 배출권거래제

1) 그린IT시스템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 교육&세미나

3) 온실가스 에너지 인벤토리
4)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인증
5) 탄소성적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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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사업

Overseas Environment Project

해외환경사업 발굴 및 수행,
해외수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환경사업의
촉진을 위해
Eco-MICE사업을
지원합니다.
환경제품과 기술도 홍보가 중요한 시대가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기술이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며

하더라도 소비자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출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에코와이즈는 환경제품과 기술의 시장확대를 위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 Eco-MICE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rea

Business Area

2) 해외환경컨설팅
3) 환경기술 이전/거래

Ecowise

Eco-Mice Project

해외환경사업의 주요 대상 국가는

1) 해외환경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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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ICE사업

1) 해외환경전시회
2) 해외시장개척단
3) 비즈니스 매칭
4) 해외바이어 초청 및 시찰단

에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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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인증

Overseas environment certification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이
증대되면서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Eco-Mice Project

환경경영이
21세기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핵심가치입니다.
저희 에코와이즈는 환경경영 컨설팅에 대한
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제품에 환경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해외환경인증 ㈜에코와이즈가 지원

우수한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Business Area
1) CE(ErP)
2) CE(RoHS)
3) Eco Label

Business Area
1) 우수그린비즈
2) ISO 14001
3) 환경마크

4) Green Seal
5) Energy Star
6) Green Guard
7) 해외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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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그린IT/교육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GreenIT/Education

다년간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컨설턴트가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에코와이즈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환경경영 현황파악, 환경경영 성과도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지를 관리하기 위한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린IT시스템과 그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효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새로운 수익창출의

Business Area

기회가 생깁니다.

1) 배출권거래제
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Business Area

3) 온실가스 에너지 인벤토리

1) 그린IT시스템

4)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인증

2) 교육&세미나

5) 탄소성적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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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ECOWISE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801호
TEL 02-478-5025
FAX 02-6442-5025
E-mail ecowise@eco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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