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코와이즈는
인간과 환경,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환경전문컨설팅 기업입니다.
Ecowise is a professional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 that wok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environment, an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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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와이즈 핵심가치

|| ECOWISE CORE VALUES

창조적 대안

creative solutions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업과 환경,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주)에코와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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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사고

positive thinking

열정적 태도

enthusiastic attitude

에코와이즈의 비전

|| ECOWISE VISION

We, Ecowise Inc, have the mission and vision given
from God, work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environment, and human.
We, Ecowise Inc, have been devoting ourselves to the consulting services for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Product Environmental Regulations, Product Technology Certific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eign Aid Environmental Projects, and Green IT.
Based on our own consulting know-hows accumulate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we, Ecowise
Inc, have helped many companies to resolve their difficulties.

기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합니다

글로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실력과 인품을 갖춘
능력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익의 목적에
사용합니다

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and
environment

Are concerned
about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and try to
find new solutions

Train competent
consultants who
have the skills and
personality

Contribute a
portion of our
income to charity

Development

Solution

Consultant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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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사 연혁
2014

|| HISTORY & PERFORMANCE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 (ASEIC)
• 한양대/건국대/전북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2014

•• Implement Philippines Eco-innovation consulting business(ASEIC)
•• Implement GHG Energy Target Scheme consulting for Hanyang, Konkuk, and Chonbuk
University
•• Nominated as a Seoul expert trading firm(SBA)
•• Implement the PPS(Public Procurement Service) Business Matching Conference in the
Philippines
•• Implement the Philippines business matching conference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 company (KEMCO)
•• Launching the PhilBizEzer(Philippines business support service)
•• Launching the MyBizEzer(Malaysia business support service)
•• Implement the KOTRA feasibility study business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ject

2013

•• Implement Philippines Eco-innovation consulting business(ASEIC)
•• Implement to construct the Green SCM consulting for Sae-a company
•• Implement the consulting for making Incheon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action plan
•• Implement GHG Energy Target Scheme consulting for Hanyang, Konkuk, and Chonbuk
University
•• Implement the PPS(Public Procurement Service) Business Matching Conference in Thailand
(in the Philippines)
•• Nominated as an international private network for Southeast Asia by SMBA

2012

•• Nominated as a excellent green management consulting firm by SMBA
•• Implement the GHG Target Management Scheme action plan consulting for Homeplus
Tesco Inc
•• Implement the GHG Target Management Scheme consulting for Shindaeyang Paper Inc
•• Implement the business of GHG inventory construction for Chonbuk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 Make an MOU agreement with PCAPI
•• Make a business agreement with UL Environment
•• Nominated as a one of the Hundred Great Work Places in Korea
•• Nominated as a small hidden champion company
•• Make an MOU agreement with Philippines Ateneo University
•• Certified as an Excellence company of job creation in Seoul
•• Registered the mail-order business

• 서울 전문상사단 선정 (서울산업진흥원)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상담회 진행
• 신재생에너지 기업 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에너지관리공단)
• PhilBizEzer(필리핀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런칭
• MyBizEzer(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런칭
• KOTRA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지원사업 수행

2013

• 필리핀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사업 수행(ASEIC)
• 세아상역(주) 녹색공급망 구축 컨설팅 사업 수행
• 인천광역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 한양대/건국대/전북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 조달청 우수제품협회 태국/필리핀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진행
• 중기청 동남아시아 해외 민간 네트워크 선정

2012

• 중기청 중소기업 우수 녹색 경영 컨설팅사 선정
• 홈플러스 테스코(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컨설팅 수행
• 신대양제지(주) 시화/반월사업장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컨설팅 수행
• 전북대학교/건국대학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수행
• PCAPI(필리핀 환경 오염 관리협회)와 MOU체결
• UL Environment와 업무협약 체결
•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GWP, Great Work Place) 선정
• 취업하고 싶은 강소기업 선정
• 필리핀 아테네오대학과 MOU체결
•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통신판매업 등록

2008

• 환경부 환경컨설팅사 등록

2008

•• Register as an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 of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 (주)에코글로벌컨설팅으로 법인 전환

2006

•• Conversion to a corporation as Ecoglobal Consulting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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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코와이즈는
인간과 환경,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환경전문컨설팅 기업입니다.
Ecowise is a professional environmental consulting firm that wok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environment, and enterprises.

주요 사업 분야
|| FIELDS OF BUSINESS

01. 기후변화
Climate change

02.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03. 제품기술인증
Product Technology Certification

04. 해외지원사업
Foreign Aid Environmental Projects

05. 국제제품 환경규제
International Product
Environmental Regulations

06. 그린IT
Green IT

07. 교육사업
Educational Servic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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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에코와이즈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 CDM사업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imate change along with global warming becomes an
international issue.
Ecowise helps companies to deal with the regulati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a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causes of global warming, and also develop a system
for effective energy management. Ecowise provides consulting
services for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uch as Emission
Trading, CDM business, etc.

|

Business Area

환경경영

CLIMATE CHANGE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컨설팅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 인증 컨설팅

배출권 거래 컨설팅

GHG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Consulting

Consulting for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of GHG Emission
Reduction Project

Emissions Trading Consulting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성적표지 컨설팅

CDM 사업 컨설팅

GHG Inventory Development

Carbon Footprint Labels Consulting

CDM Business Consul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이
21세기의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이 21세기의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핵심가치입니다. 저희 에
코와이즈는 환경경영컨설팅에 대한 우수한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
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것 입니다.

Sustainable Management is a core value for the enterprises of
the 21st century.
We, Ecowise, have an excellent track record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nsulting, and assure you that our services will be
a key contributor to your company’s growth and success.

|

|

||

Business Area

|

그린 SCM

우수그린비즈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Excellent Green-Biz Certification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ISO 14001

전과정평가

에코디자인

EMAS

ISO 14001

Life Cycle Assessment

Eco-design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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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원사업

제품기술인증

|| PRODUCT TECHNOLOGY CERTIFICATION

|

Business Area

소비자의 친환경인식이
증대하면서,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국가의 환경사업 교류와
해외수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 입니다.

제품기술인증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정부
기관의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저희 에코와이즈는 귀사제품의 가치를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주요 거래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캄
보디아, 라오스 등이며, 수출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업에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As a consumer’s eco-friendly awareness increases, the
demand for green products is increasing.
Product Certification is a way to prove that a product is
eco-friendly and of excellent quality, and as a result reward
the manufacturer with various benefits from government. We,
Ecowise, will help the value of your products be recognized.

Foreign Aid Project is a consulting service provided to those
companie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al
business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plan to export their product overseas. Major trading
countries involved are the Philippines, Thailand, Indonesia,
Malaysia, China, Vietnam, Cambodia, Laos, etc.
For the export support projects, we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export company.

|

|

녹색인증

그린가드

환경표지

Green Certification

Greenguard

Korea Eco-labels

환경신기술(NET)

해외환경마크

New Excellent Technology

International Eco-labels

CE (ErP)

CE (RoHS)

|| FOREIGN AID ENVIRONMENTAL PROJECTS

Eco Label

Energy Star

Green Seal

HIGG

Business Area

|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환경 지원사업

Export Support

Overseas Environmental Support Project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전시회/박람회 지원사업

Support business for Market Exploitation Team

Exhibition/Fair suppor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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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T

국제 제품 환경 규제

|| INTERNATIONAL PRODUCT
ENVIRONMENTAL REGULATIONS

|

Business Area

제품의 친환경성을 요구하는
국제제품 환경규제가 제2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제품규제의 정
보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IT시스템과 그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생깁니다.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require
eco-friendly products work as additional trade barriers.
We provide those companies who as a result face difficulties
in exporting products with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roduct regulations and related consulting
services.

Ecowise has developed and distributed environmental software
programs and applications that provide you with the solutions
to your needs such as checking the current situation of Green
Management, deriving the performance of Green Management,
Energy management, real time GHG monitoring, GHG emission
estimation, etc.
Green IT systems and Green Applications help your company
perform more effectively and provide the opportunities to
generate additional revenue.

|

친환경제품 설계의무지침
(ErP)

|| GREEN IT

녹색경영 현황파악, 녹색경영 성과도출, 에너지관리,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
(REACH)

폐전기전자제품 해외지침
(WEEE)

Business Area

|
그린IT시스템

그린어플리케이션

Green IT Systems

Gree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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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 EDUCATIONAL SERVICES

다년간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가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요구에 따라 환경경영, 기후변화, 국제제품환경규제, 제품
기술인증, 그린IT, 해외지원사업, 비즈니스 문서작성, 환경관련 직무교육,
개인의 역량강화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epending on the company’s and individual request, Ecowise
has provided customized educational services on various
subjects such as Environmental Management,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Product Environmental Regulations, Product
Technology Certification, Green IT, Foreign Aid Project,
Business Document Preparation, Environment-related Job
Training, Personal Capability Improvement, etc.

|

Business Area
단체교육

Group Education

|
정기세미나

Regular Seminars

환경전문가 교육

Environmental expert training

환경특강

Seminar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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