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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liance Korea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C동 407-1호 ┃ 전화 (02)2026-5123 ┃ 팩스 (02)2026-5121 
이메일 hjahn@idealliancekorea.org ┃ www.idealliance.org ┃ www.idealliancekorea.org

Notice-

Idealliance Korea는 G7 컨설팅 의뢰 업체와 인증을 공식적으로 취득한 Expert 컨설턴트간의 원활한 매칭을 지원하고 공식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으로 발생

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년 국내 G7 Expert 인증 취득 컨설턴트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G7 컨설팅은 Idealliance에서 개최하는 이론&실기 트레이닝을 수료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G7 Expert만이 진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는 참여를 희망하고 정보 공개에 동의한 국내 G7 Expert에 한해 작성되었으며 컨설팅 의뢰 문의외 다른 목적(상업, 홍보 등)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 름	 김진영

업체명	 경성산업사

직 함	 과장

연락처	

이메일	

이 름	 권우성

업체명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

직 함	 부장

연락처	 010-6623-5785

이메일	 woosung.kwon@konicaminolta.com

이 름	 김동현

업체명	 한국학술정보㈜

직 함	 부장

연락처	 010-3382-6365

이메일	 sauna4u@naver.com

이 름	 김범기

업체명	 ㈜남주실업

직 함	 팀장

연락처	 010-3078-7947

이메일	 kjnamju@daum.net

이 름	 김옥수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공용석

업체명	 ㈜아이앤피

직 함	 부장

연락처	 010-6876-8990

이메일	 ysdool2@lycos.co.kr

이 름	 김경우

업체명	 한국학술정보㈜

직 함	 과장

연락처	 010-9787-9982

이메일	 cep04@kstudy.com

이 름	 김민석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김성연

업체명	 도미노코리아

직 함	 매니저

연락처	 010-2060-9981

이메일	 claudkim@gmail.com

이 름	 김재현

업체명	 비상교육 

직 함	 CP

연락처	 010-3503-3413

이메일	 timjh15@vis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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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김재휘

업체명	 아그파 코리아㈜

직 함	 과장

연락처	

이메일	

이 름	 김준곤

업체명	 ㈜풀린키

직 함	 연구소장

연락처	 010-9342-9295

이메일	 kjgon123@hanmail.net

이 름	 김치명

업체명	 캐논코리아

직 함	 책임

연락처	 010-7105-1311

이메일	 chmkim@canon-bs.co.kr

이 름	 노강식

업체명	 삼원인쇄㈜

직 함	 팀장

연락처	 010-9446-8347

이메일	 inbox@samwonpt.co.kr

이 름	 박경렬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김종학

업체명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

직 함	 대리

연락처	

이메일	 jonghak.kim@konicaminolta.com

이 름	 김지혜

업체명	 대원산업㈜ 

직 함	 사원 

연락처	 070-4362-2343

이메일	 kim0410@daewon-ind.co.kr

이 름	 김태환

업체명	 ㈜프린피아

직 함	 책임연구원

연락처	 010-4462-0802

이메일	 gawin7@naver.com

이 름	 명노삼

업체명	 휴닉스

직 함	 대표

연락처	 02-312-8550

이메일	 robin@hunics.net

이 름	 박도영

업체명	 칼라토크

직 함	 대표

연락처	 010-2398-4739

이메일	 colortal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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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박동식

업체명	 동아출판㈜

직 함	 대리

연락처	 010-2848-5214

이메일	 foofez@dong-a.com

이 름	 박형주

업체명	 율촌화학

직 함	 과장

연락처	 010-2221-1602

이메일	 pphhjj@youlchon.com

이 름	 복재순

업체명	 한솔제지 중앙연구소 

직 함	 선임연구원 

연락처	 010-8886-1941

이메일	 bjs6200@hansol.com

이 름	 심현정

업체명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

직 함	 차장

연락처	 010-9773-4309

이메일	 hyunjeong.shim@konicaminolta.com

이 름	 오경록

업체명	 디디피스토리

직 함	 사원

연락처	

이메일	 tossokr@durstkorea.com

이 름	 박재범

업체명	 ㈜세호

직 함	 부장

연락처	 031-493-3500

이메일	 lutopia8@gmail.com

이 름	 박희곤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송현수

업체명	 한두패키지

직 함	 과장

연락처	 010-5392-8665

이메일	 mukdam78@naver.com

이 름	 안형민

업체명	 코니카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

직 함	 과장

연락처	 010-3348-1021

이메일	 hyungmin.ahn@konicaminolta.com

이 름	 유석민

업체명	 율촌화학㈜

직 함	 대리

연락처	 010-9097-9529

이메일	 ok723@yo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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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이동열

업체명	 ㈜비주

직 함	 사장

연락처	 010-5428-4947

이메일	 dy2@biju.kr

이 름	 이영식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장경남

업체명	 양림문화사

직 함	 실장

연락처	 010-7616-0562

이메일	 yangrim671@hanmail.net

이 름	 장승완

업체명	 ㈜줌인포테크

직 함	 부장

연락처	 010-9976-9132

이메일	 swjang91@gmail.com

이 름	 장형석

업체명	 ㈜천일 

직 함	 실장 

연락처	 010-3607-6037

이메일	 ci1700@hanmail.net

이 름	 이상현

업체명	 ㈜프린피아

직 함	 책임연구원 

연락처	 02-3282-8571

이메일	 joohi@naver.com

이 름	 이영필

업체명	 시리미디어 코리아

직 함	 대표

연락처	 010-8814-0708

이메일	 sirimediakorea@sirimedia.co.kr

이 름	 장덕수

업체명	 ㈜타라티피에스

직 함	 매니저

연락처	

이메일	 hstoby@naver.com

이 름	 장영엽

업체명	 ㈜미디어머신

직 함	 대표이사

연락처	 010-8629-1927

이메일	 scamp1@mediamachine.co.kr

이 름	 정진

업체명	 바세

직 함	 대표

연락처	 010-8027-0723

이메일	 dolkopf@bas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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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조목희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조태호

업체명	 HEP프로세스

직 함	 대표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최정훈

업체명	 ㈜남주실업

직 함	 팀장

연락처	 010-6278-2596

이메일	 nj12031@naver.com

이 름	 한상용

업체명	 x-rite

직 함	 차장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조성태

업체명	 국군인쇄창

직 함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천세홍

업체명	 한두패키지

직 함	 실장

연락처	

이메일	

이 름	 최현석

업체명	 현대종합물산㈜ 

직 함	 부사장

연락처	 010-5287-0771

이메일	 choihs11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