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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컨설턴트 Pool

1. 컨설턴트 지원자 
지원사업명 컨설팅 분야 지원자 수

기술·경영개선 컨설팅

기술·인증 7명

인사·노무 5명

마케팅 6명

재무 4명

수출지원 3명

연구/개발 컨설팅
R&D 8명

특허 4명

2022. 4.

소공인특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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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증 분야 (7명)

전문 분야 인증 취득, 환경영향평가, 산업안전, 3정 5S

주요 약력

전공 : 숭실대 기업재난관리학 박사

현직 : 카스카인증원(주) 대표이사

자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ISO 심사원 (9001, 14001, 45001)

이대형 컨설턴트

전문 분야 인증 취득, 스마트공장, 품질개선

주요 약력

전공 : 멀티미디어학사(예정)

현직 : ㈜큐브이에스비즈 대표

자격 : 싱글PPM 심사원, ISO 심사원(9001, 14001)

       스마트공장수준확인 심사원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2019)
정재호 컨설턴트

전문 분야 품질개선, 스마트공장, 인증 취득, 3정 5S

주요 약력

전공 : 한성대 매니지먼트컨설팅 석사

현직 : 대건경영기술컨설팅 대표

자격 : 품질관리기술사, 경영지도사, 

       스마트공장수준확인 심사원, ISO 심사원(9001)

고영학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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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품질개선, 재고·유통관리, 3정 5S, 연구소설립, 벤처기업인증

주요 약력

전공 : 인하대 산업공학 학사

현직 : 에스케이엠 대표위원

자격 : 품질관리 기술사, 생산관리 기술지도사, 

       소상공인 지도사, 창업지도사, IP 정보검색사

성강모 컨설턴트

전문 분야 인증 취득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전기공학 학사

현직 : 지에스경영기술원(주) 이사

자격 : ISO 심사원 (9001, 14001, 45001)

박준집 컨설턴트

전문 분야 스마트공장, 품질개선, 3정 5S, 4차산업(IOT, 인공지능)

주요 약력

전공 : 중앙대 창업컨설팅 석사

현직 : 주식회사 비즈키컨설팅 대표

자격 : 품질관리기술사, 생산관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원종학 컨설턴트

전문 분야 품질개선, 스마트공장, 4차산업(인공지능), 인증취득

주요 약력
전공 : 서울대 화학과 학사

현직 : 알앤디기술인증 대표

자격 : 품질관리기술사, 경영지도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김동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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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분야 (5명)

전문 분야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노동관계법령, 정부지원정책

주요 약력
전공 : 동아대 법학 학사

현직 : 노무법인 연 대표

자격 : 산업위험성평가사, 공인 노무사

임정훈 컨설턴트

전문 분야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취업규칙 제규정

주요 약력

전공 : 전북대 행정법 석사

현직 : 정동 노무사, 컨설팅 그룹 대표

자격 : 공인 노무사

포상 : 도봉구청장 표창(2002)

김관민 컨설턴트

전문 분야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노동관계법령, 정부지원정책

주요 약력

전공 : 연세대 법학

현직 : 노무법인 대정 대표 노무사

자격 : 공인 노무사

포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사례 우수상(우수상)

한은경 컨설턴트

전문 분야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정부지원정책, 인사노무 교육

주요 약력
전공 : 조선대 법학 학사

현직 : 노무법인 대정 대표 노무사

자격 : 공인 노무사

신대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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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진단

주요 약력
전공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학사

현직 : 태광노무법인수원지사 대표

자격 : 공인 노무사, 공인 중개사, 행정사

염규광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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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분야 (6명)

전문 분야 신제품 개발, 마케팅·브랜드 전략, 판로개척, 고객관리

주요 약력

전공 : 연세대 경영학 석사

현직 : 컨설팅그룹 아이티씨지 본부장

자격 : 창직컨설턴트1급, 소공인코디네이터, 

       경영컨설턴트 특급, ISO 심사원(9001)

포상 : 국무총리 표창(2018)
김형환 컨설턴트

전문 분야 고객관리, 판로개척, 브랜드 전략, B2B마케팅 전략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기술경영학 박사

현직 :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자격 : 경영지도사, 참업지도사, 창업보육매니저,            

       창직컨설턴트

 주철근 컨설턴트

전문 분야
마케팅·브랜드 전략, 신규시장 예측, 고객관리, 연구소 설립, 

기업인증 확인서, B2B마케팅 전략

주요 약력

전공 : 국립한경대 경영학 박사

현직 : CMC 경영컨설팅 대표지도사

자격 : 경영지도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ISO 심사원(9001, 14001)

포상 : 경기지도사 표창(2005), 중소기업청장 표창(2012)
김교명 컨설턴트

전문 분야 온·오프라인 마케팅, 광호·홍보, 전략수립 

주요 약력

전공 : 대전대 경영컨설팅학 박사

현직 : 테스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자격 :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국가공인 CS Leaders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개인투자조합관리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ISO 심사원 (9001)

포상 : 국무총리 표창(2020)지용빈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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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마케팅·브랜드 전략,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고객분석·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주요 약력

전공 : 가톨릭대 경영학 박사

현직 : ㈜CE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자격 : 경영지도사, NCS기업활용 컨설팅전문가, 교원자격증

       인간행동유형분석사, ISO심사원(14001)

포상 : 대통령 표창(2007),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19)
양석균 컨설턴트

전문 분야 마케팅·브랜드 전략, 수출전략, 고객관리, 판로개척, 조달 

주요 약력

전공 : 가천대 경영학 박사

현직 : ㈜경영법인 세움 대표이사

자격 :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1급, 조달계약사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2020)

윤원배 컨설턴트

- 8 -

※ 재무 분야 (4명)

전문 분야 재무재표, 정책자금 활용·관리, 세무관리

주요 약력

전공 : 연세대 경제학 석사

현직 : 희망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자격 :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신용관리사,                

       협동조합코디네이터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2017)
이기만 컨설턴트

전문 분야 자금기획, 회계관리, 세무관리, 현금흐름 관리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기술경영 박사

현직 : 시원경영컨설팅 대표

자격 :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2021)

채완기 컨설턴트

전문 분야 회계, 세무

주요 약력
전공 : 숙명여자대 통계학 학사

현직 : 정인회계법인 회계사

자격 : 공인 회계사

최은우 컨설턴트

전문 분야 제무제표 작성, 원가 및 판관비 추정, 절세전략, 공제혜택

주요 약력
전공 : 전북대 회계학 학사

현직 : 삼도회계법인 회계사

자격 : 공인 회계사

이용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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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지원 분야 (3명)

전문 분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해외출장 컨설팅

주요 약력
전공 : 경희대 경영학 석사

현직 : 엘피스코퍼레이션(주) 총괄이사

포상 : 경기도지사 표창(2006)

김호진 컨설턴트

전문 분야 해외바이어 발굴·조사, 해외 시장조사, 경쟁제품 동향조사 

주요 약력
전공 : 경기대 경영학 학사

현직 : 엔젤컴퍼니 대표

김진욱 컨설턴트

전문 분야 수출역량 분석, 해외시장·바이어 조사, 해외 마케팅 전략

주요 약력

전공 :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현직 : 씨앤경영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

자격 :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최민식 컨설턴트

전문 분야 해외 마케팅 전략, 바이어 발굴, 재무

주요 약력
전공 : 계명대 경영대학원 무역과정

현직 : FTA수출컨설팅협회 회장

자격 : 무역영어

김종국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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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분야 (8명)

전문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화 전략

주요 약력
전공 : 서울벤처대 경영학 박사

현직 : 주본 경영연구원 대표

자격 : 경영지도사 (재무·마케팅·생산·인적자원관리)

서명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사업화 전략, 정부지원과제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멘토링

주요 약력

전공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석사

현직 : 한국경영기술자문단 대표

자격 : 경영지도사, 품질경영진단사,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Single PPM 인증심사위원

포상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200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2019)김호균 컨설턴트

전문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성 분석, 기술이전·사업화

주요 약력

전공 : 서울벤처대 융합산업 박사

현직 : 씨에치알비즈니스 대표

자격 : 경영지도사, 소공인코디네이터, 기술거래사

       기술사업가치평가사, 인공지능산업컨설턴트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온실가스관리기사

포상 : 환경부장관 표창(2001)김진욱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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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R&D 기획·평가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융복합서비스 박사

현직 : 한국KP경영컨설팅 대표

자격 :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온실가스 감축사

포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표창장(2020)

봉구원 컨설턴트

전문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화 계획

주요 약력

전공 : 서울벤처대 경영학 박사

현직 : ㈜비즈니스포커스 컨설팅팀장

자격 :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품질관리기사

       인공지능산업컨설턴트

원종인 컨설턴트

전문 분야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시장현황, 개발기술 활용·사업화 방안

주요 약력

전공 : 영남대 경영학 석사

현직 : ㈜한국창업경영기술원 대표이사

자격 : 경영지도사

포상 : 대통령 표창(2016)

심재한 컨설턴트

전문 분야 R&D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기술경영학 박사

현직 : 넷플러스(주) 컨설턴트

자격 : 특허경영지도사 1급, 기술사업화코디네이션, 

       ERP정보관리사(회계,인사,생산,물류)

포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우수사례 상장(2019)
이옥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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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연구소설립, 벤처기업인증, 사업계획서 작성, R&D 탐색

주요 약력

전공 : 호서대 경영학 박사

현직 : SME 파트너스 대표

자격 : 경영지도사, 기술신용평가사(3급)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중소기업 ESG 전문가

포상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표창(2020)
황낙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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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분야 (4명)

전문 분야 특허출원, 기술보호, 선행기술, 정부지원사업

주요 약력
전공 : 고려대 전파통신공학 학사

현직 : 트리아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자격 : 변리사, 정보처리기사

이관용 컨설턴트

전문 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침해 분석, 기술 가치 평가

주요 약력
전공 : 경희대 전파통신공학 학사

현직 : 로이 특허 대표 변리사

자격 : 변리사, 전기기사, RFID 관리사

김진규 컨설턴트

전문 분야 IP창출·활용, 분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주요 약력

전공 : 서울시립대 기계정보 석사

현직 : 특허법인 천지 대표 변리사

자격 :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정보처리기사

김종혁 컨설턴트

전문 분야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특허분석, 분쟁대응, 법률지원

주요 약력
전공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학사

현직 : 일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자격 : 변리사

김종필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