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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개발기준

공공
영역

O-ESR : 기초및광역자치단체
법,제도및정책, 
행정지원, 사회적소통

민간
영역

H-ESR : 개인및가구 인식및활동
정책이해, 사회적소통C-ESR : 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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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교수, 탄소감축지수개발 단장

현) (사)청년과미래 연구위원

현)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상임위원

현) 서경대학교 예술종합교육원 외래교수

전) 대중소기업협력단 정책팀장

전)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박병일 대표, 탄소감축지수개발 연구위원

현) (주)PNP조사연구소 대표이사

현)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사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전) 넥스트리서치 대표이사

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부회장

윤종욱 교수, 탄소감축지수개발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통계학박사

현) 청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부 교수

전) 경기대학교 통계학과 강사, 겸임교수, 대우교수

전) (주) 코리아데이타리서치 대표



김준범교수,탄소감축평가단단장
현) 프랑스트루아공대 교수
현)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 회장
현) 유럽환경에너지협회 회장
인하대 환경공학과 석사
미국카네기멜론대 토목환경공학 석사
미국애리조나주립대 환경및지속가능공학 박사

황용우교수
현)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현)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
현) 한국환경경영학회 부회장
현) 국토부온실가스목표설정협의체 위원
서울대 토목공학과(도시전공) 학사, 석사
동경대 도시공학과 박사

이승복교수
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미시간대학교 건축학박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 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유정현박사
현)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경기도 건축위원회 기술자문위원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경대승교수
현)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현) 환경부환경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행안부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자문위원
KAIST 건설환경공학과 박사
(전)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진교수
현) 미국워싱턴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현) 유럽환경에너지협회 국제이사
미국보스턴대학교 학사, 미국카네기멜론대학 석사
미국워싱턴대학교 박사
(전) 미시건대학교 교수

하지원대표
현)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지구환경학박사
유럽연합(EU) 기후행동 친선대사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위원
총리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지속가능경영정책특임교수

UN청소년환경총회 공동조직위원장·집행위원장

이인규대표
현) ㈜보타랩스 대표이사
현)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학과 겸임교수
현)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이사
현) 한국새생명복지재단 농업기술위원장
전) ㈜셀트리온 해외농업담당

송재령선임연구원
현) KIST 부설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현) 아시아기술혁신학회 기후변화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외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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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평가단 (CRA) 평가및인증위원

탄소배출량및감축평가및인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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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X 서포터즈 &파트너즈

SDX FOUNDATION INFORMATION

foundationsdx@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