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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리더십과정 
1기 개강~10기까지

(총 560명 수료)

2017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1기 개강~ 9기까지

(총 464명 수료)

2002

환경재단 
창립



4차 산업혁명과 기후·재난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로 요동치는 세상의 중심에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에 책임감을 갖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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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모시는 글

‘제10기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에 초대합니다

2020년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이 더 크게 역습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한 한해였습니다.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등 환경 위기는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비상 상황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수용하여 창의적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불투명하고 내용은 난해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정부, 국회, 기업, 교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함께 힘을 모아 공부하고, 실천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고, 

각자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영감을 얻어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최고 전문 강사의 생생한 강의와 현장체험에 있습니다. 또한 약 50여명의 참여자가 

새로운 만남을 통해 미래를 토론한 것은 어떤 강의보다 실질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동문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10기 과정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최 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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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과정 설명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정부, 기업, 전문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의 협력적 연결망 구성

●  국내외 각계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사진

●  과정 이수 후 기수별 원우회를 통한 후속 학습

 사업화 전략 기회 

●  사례 중심 강의와 현장체험을 통한 실천전략 모색

●  4차 산업혁명, 기후·재난 분야의 트렌드 분석 및 향후 과제 발굴

●  강점 진단 및 비즈니스 코칭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인 정책제안 및 소통

●  그린경제 전환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규제 개선 등 관련 기관들과의 소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신 이론, 정책, 제도, 동향 검토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등 환경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전문가, 대학,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과 상호작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인류공영을 추구합니다. 



7



8

Why  왜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인가?

1. 그린리더와 함께하는 미래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을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그린리더

총 수료인원 464명

2017

1기  58명

2기  53명

2018

3기  56명

4기  56명

2019

5기  54명

6기  50명

2020

7기  45명

8기  45명

2021

9기  47명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배움의 열정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오프라인, 온라인 양 방향으로 소통하며 탄소제로, 기후테크 시

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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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인가?

2. 각 분야 최고 전문가 강사진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기술, 환경, 과학, 인문 분야의 국내외 최고 강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강연과 매 기수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는 커리큘럼은 

환경재단 리더십과정만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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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임교수의 최신 트렌드 소개

매주 강연마다 10분 포커스 시간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분야의 최신 트렌드 및 사례를 주임교수가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이미경 
주임교수

●  환경재단 대표

●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학사

●  환경재단, 매일경제 기획 <ESG리더십과정> 주임교수

●  본 과정 진행, 그린경제 주요 사례 소개

김문수 
주임교수

●   스마투스 디지털경제연구원 원장

●  전 aSSIST 경영대학원 학사경영 부총장

●  aSSIST 경영학 박사/CKGSB EMBA/ 서울대 화공학 학사

●   본 과정 진행, 4차 산업혁명 최신 논문 및 경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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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인가?

4. 생생한 현장 워크숍

2박 3일 해외 워크숍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심천을 방문하여 안면인식 AI 대표 기업,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등의 현장 

시찰과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실현을 직접 체험하고 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 워크숍은 국빈급만 방문 가능한 자율주행차 연구소와 5G 통신망 기반 관제센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을 방문

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워크숍이 불가했을 때에는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승효상 이로재 대

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등과 함께 제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리더십 인사이트를 함양하며 융·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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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 

정부, 기업, 전문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기수별 원우회를 통해 교류하고 학습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제 1대 총동문회장 추천사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휴머니티를 채워줄 수 있어야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과정이 변화의 물결을 이끌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심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공부합니다.

각계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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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한눈에 보는 과정(입학에서 수료까지)

개강식

수료식

강연

해외연수 상호교류

국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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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수료이후 활동

평생학습 포럼, 기수별 세미나, 정규과정 오픈강의 등 

문화행사, 서울환경영화제, 오페라, 전시회 초청 등 

친목·친교를 위한 기수별 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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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추천사 가나다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 3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지혜를 600년전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의 공간 소속연개(小速連開)에서 찾고자 합니다. 적고 빠르며 연

결되고 개방된 조직과 인재. 아무쪼록 이 과정은 소속 연개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경영자의 혜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1기

4차 산업혁명을 지난 7년간 이끌어 온 독일 경제는 사회적 혁신을 통해 지난 10년간 새로운 일자리를 5백만 개 이상 창출하면서 라

인강의 기적을 또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으로 인한 갈등과 신고립주의가 확산되는 이때,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

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 1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광속의 변화에는 교육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상을 필요로 합니

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본 리더십과정은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저에게는 

미래를 깨우쳐주는,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 1기

정치권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 변화를 제대로 이

해하고 꿰뚫어보고 나아가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정치인이 이수

해야 할 ‘필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봉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 / 2기

환경재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확장을 하게 되었고, 대학생들과 패션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빠르게 4차 산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재단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소

통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실어 줄거라 생각됩니다.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 3기

실패하지 않는 시장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공공성은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정학의 고전적 질문들은 인공지

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협업해야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과정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비하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각 분야 리더들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학습의 장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3기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변해가리라 봅니다. 이에 대비하고 함

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동문으로서 함께 고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 2기

환경재단의 리더십과정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채로운 분야

로 구성된 교육은 앞으로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데 방향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 3기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친환경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환경은 기업 경영, 특히 생존에 직결된 

가치평가 요소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ESG 리더’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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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 6기

세상의 패러다임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야할 리더십은 과연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 환경재단은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본 과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충격적인 양상들을 대하면서 저는 인간의 미래와 미래의 우리 사회에 대한 화두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5기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와 가속의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의 거친 파고를 맞이하며, 그동안 관행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대

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본인과 소속

기관의 발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누리플랜그룹 유니슨HKR 회장 / 4기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속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무인운송수

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등을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은 여러분에게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5기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성 및 초지능형의 ‘양초’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세계는 초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으

며 동시에 이의 근본원인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8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환경재단의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과 함께하며 변화와 적응의 시대에 한 걸음 앞서나갈 수 있는 혜안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 7기

AI,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시대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저에게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과학기술로써 환경과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귀한 영감과 지혜를 주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용신 CBS 아나운서부장 / 7기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와 만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은 새로운 시절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특히 미래 사회에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고민하게 하며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매 수업이 좋은 자극과 통찰력을 준다. 이 과정을 환경재단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믿음직스럽다.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 9기

환경재단의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은 미래 사회를 예견하며 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그 심각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더욱 넓고 깊은 

지혜와 방안이 환경재단을 통해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 9기

무지로 눈 먼 세상 교육으로 눈 뜬다는 것을 환경재단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의 강연과 현장연수를 통해 깨달았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건강과 복지, 환경, 안전, 심리적 웰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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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Applicant

모집요강

● Industry 4.0 시대의 뉴비즈니스를 찾는 경영자

● 시대에 걸맞는 정책입안 공직자

●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 공론화하려는 언론

● 기타 전환기에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분이라면 누구나!

지
원
자
격

절      차 신청서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등록

 ※ 신청서 환경재단 홈페이지(www.greenfun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마감 2021년 8월 31일(화 )

원서접수  4th@greenfund.org

신
청
안
내

사 무 국 4차 산업혁명 리더십과정 사무국

메      일 4th@greenfund.org 

전      화 02-2011-4333, 4369

문
의

기      간 2021년 9월 28일(화) ~ 11월 30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장      소 더 플라자호텔 (서울 중구 소공로 119)

주      최 환경재단 

수업방식 강의·경영 사례와 최신저널 소개 및 토론 (만찬 포함)

 현장 워크숍 2회

 강연 일부 온라인 Live 진행, 강점진단 및 코칭 진행

정      원 60명

참  가  비 1인 950만원 (2박 3일 현장 워크숍 비용 포함, 동문회비 별도 납부)

입금계좌 우리은행 142-311067-01-101 (환경재단)

 기업은행 035-064530-01-052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
정
개
요

※  환경재단은 코로나 19 예방 수칙에 따라 2m 거리두기, 발열 측정, 손세정제 비치, 환기, 

마이크 덮개 사용 등 참가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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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강의 일정 

주 내 용 강 사 명

1주차

9/28

4 차  산 업 혁 명  리 더 십 과 정  1 0 기  개 강 식

여러분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2주차

10/5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연구부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최기영 전 서울대학교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주차

10/12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정지훈 EM.Works 대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4주차

10/19
뇌공학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워크숍

10/21(목)~10/23(토)

현 장  워 크 숍 ( 2 박  3 일 )

승효상 건축가와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동행, 제주도 4차 산업 기관 방문과 원우 친목 등

5주차

10/26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조천호 대기과학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 뉴딜 정책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6주차

11/0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임정욱 TBT 공동대표

혁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손재권 더밀크 미디어 대표

7주차

11/09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 고봉준 삼성전자 상무/전 IBM TJ 왓슨 리서치센터 박사

원 우 사 례 발 표

8주차

11/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코칭 리더십 고현숙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김문수 스마투스 디지털경제연구원 원장 

9주차

11/23
현 장  워 크 숍

주요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기업 방문, 주요 인사 간담회 및 현장체험 

10주차

11/30

1 0 기  수 료 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문화의 정체성 유홍준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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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s of the program  수료자 명단

1기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강위동 (주) 태양 대표이사/

 무료급식원각복지회 회장

강지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변호사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

권재중   JB금융지주 부사장

권태선   (前)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문수   스마투스 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태   (前)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종수   HDC아이서비스 상임고문 

김진국   중앙SUNDAY 고문/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문병도   SGC솔루션(주) 대표이사 사장 

문석진   서대문구청 구청장

문용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박상훈   삼양홀딩스 컴플라이언실 상무

박재갑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박종필   Pacific Air Agency Group 회장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총괄/전무

박진섭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박헌영   LG생활건강 전무

박   현   포스코 전무

승만호   서부T&D 대표이사

신용준   이브자리 부회장

안영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엄기영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소통위원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후원회장/당무위원/중앙위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이수영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대표이사

이   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완근   신성이엔지 회장

이용영   (前)수원시의회 사무처장 

이준혁   유한킴벌리 전무

이창민   파라다이스 감사

이창훈   불스원 대표이사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부회장

정성헌   한화시스템 국방DT사업부 고문/

 공학박사 

정승인   코리아세븐 고문

정유진   선진에스씨엠 대표이사

정춘호 GS리테일 전무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천세전   세중 대표이사

최경일   세틀뱅크 전무이사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최혁용  (前)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황승준   한화생명 CPC전략실장/전무

2기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강승하   위니케어 대표이사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권해붕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EXPO 이사장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

김민주   리드앤리더 대표

김부경   부즈 대표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김영혁   코리아세븐 상품본부장

김준묵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현근   동화산업 전무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노동영   강남 차병원 원장

노소라   노소라 법률사무소 변호사

로션김   YG Entertainment 이사

박   인  DL Chemical 상무

박정숙   호프키즈 코리아 대표 

백창현   삼일회계법인 전무

신경섭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안진혁   코웨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실장

안효상   코오롱글로벌 부사장

우승헌   (주)원영 대표이사

이덕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부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이상봉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디자이너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이영무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이지희   W.camp 대표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충재   (前)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이한규   경기도청 행정2부지사

이호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

장경호   아시아나항공 상무

장우석   현대엘리베이터 전무이사

전희형   유알지 대표이사

정강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前)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광하   현대제철 사업지원 실장

정선애   서울특별시청 서울혁신기획관

정진규   불스원 전무이사

정철용   LG생활건강 HDB.생산총괄

정   현   (前)HDC아이콘트롤스 고문

조상호   나남출판사 회장

조세현   희망프레임 이사장/사진작가

조은기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

최연매   김정문알로에 대표이사

최원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종은   (前)안산시청 산업지원본부장

황보연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장

3기

강태욱   불스원신소재 상무

강태웅   (前)서울특별시청 행정1부시장

고현숙   국민대학교 교수/코칭경영원 

 대표코치

구승열   KB자산운용 고문

권도혁   LG생활건강 CDO/자문

권미혁   (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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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CJ제일제당 부사장

김기영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김기홍   (前) OCI 정보통신사장

김대곤   대호물류산업 사장

김도경   삼정회계법인 상무

김문태   (前)한화첨단소재 상무

김세용   고영테크놀로지 상무/ 마케팅/UX실장

김영범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김주희   더블브이엔터테인먼트 아나운서

김태균   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홍   롯데멤버스 상무

김홍균   한양대학교 교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중섭   (前)SK네트웍스 워커힐 총괄

박명동   세종텔레콤 상무

박상영   광동제약 부사장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한국행정학회장

박형재   한국 코카-콜라 상무

배영근   서울특별시청 법률지원담당관

백운석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선우영   (前)LOHBs 대표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양창훈   비즈니스인사이트 회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철민   위닉스 대표이사

이강석   불초 이강석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이공현   원불교 교무

이미경   국회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상옥   LG화학 상무

이용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이종성   한울회계법인 회계사

임성배   SK종합화학 전무

전성율   롯데홈쇼핑 상무

정경호   고려특수선재 상임고문

정지석   삼양홀딩스 HRC장

정창국   (前)ADT캡스 부사장

조근용   지카스월드코리아 대표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진재승   유한킴벌리 사장

최덕균   한양대학교 교수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   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찬교   에스원 전무

한광섭   CJ 경영고문

함태영   코리아세븐 커뮤니케이션부문장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인식   서울특별시청 대변인

4기

강경필   법무법인 이헌 대표 변호사

강필영   종로구청 부구청장

고루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이사 사장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기섭   SK머티리얼즈 생산본부장

권세중   미국 워싱턴DC 한국대사관 총영사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권영기   에스원 부사장

권오승   유한킴벌리 전무

권태현   아스타아이비에스 부사장

김규종   LCUSR(말레이시아 본부) 대표이사 

김동수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김상수   롯데그룹 유통 BU 상무

김영종   종로구청 구청장

김은실   조병수 건축연구소 고문

김인호   롯데홈쇼핑 DT본부 전무

류   훈   서울특별시청 행정2부시장

박금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방기석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백배순   (前)까스텔바작 대표이사

백성희   도산CEO코칭포럼 상임대표

백숙희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서정권   (前)삼양홀딩스 상무

서창오   SK렌터카 SKMS실천팀 팀장

신선균   KB생명보험 BA영업본부 부사장

안윤수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사장

양천우   (前)NH투자증권 상무

오   은   시인

윤성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석   삼정회계법인 본부장/전무

이상우   누리플랜그룹 유니슨HKR 회장

이승연   (주)조비 사장

이승은   숙명여자대학교/EBS 겸임교수/PD

이승철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이용현   (前)코오롱환경서비스 대표이사

이원주   Gallery LVS 대표

이정환   DL E&C 담당임원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

이지환   대한건설이엔지 부사장

이훈성   (前)수원시 팔달구청장

전형식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정록성   서울에너지공사 기획조정실장

정태용   환경재단 처장

조광한   남양주시청 시장

조진만   조진만 건축사무소 대표

조혜정   멸치연구소 대표

천승희   (주)부영주택 전무

최영우   도움과 나눔 브레이클리컨설팅 대표

최은경   코웨이 과장

최정환   코리아세븐 상무

한민기   LG화학 상무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홍석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

황유선   아나운서/작가

5기

강부용   동양건설산업 이사

고주연   네스프레소 마케팅 본부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권혁무   남양주시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센터장

김기현   빙그레 상무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성수  (前) 용산구청 부구청장

김수범   에스원 전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김형호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호현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노상호   삼정회계법인 전무

노정준   골든시니어치과 대표원장

문효식   GS칼텍스 상무/

 중국 청도리동화공유한공사 생산본부장

민병두   보험연수원 원장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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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FN글로벌이슈센터 센터장

송영완   수원시 영통구청장

오재용   (前)코리아세븐 상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윤인상   파리크라상 상무

윤재은   코오롱글로벌 상사사업본부장/전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규홍   누리플랜 대표이사

이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처장

이석창   신한카드 본부장

이우봉   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이사

이재철   유한킴벌리 SCM부문장/전무

이중규   LG생활건강 환경안전부문장

이지윤   FH 이해관계자센터 센터장

이철희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대표

이   혁   경우이앤씨 상무이사

이혜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임옥상   임옥상 미술연구소 대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민상   롯데멤버스 플랫폼 부문장/상무

조은희   서초구청 구청장

조인동   서울특별시청 행정1부시장

조장욱   현대로템 이사

조현호   한화 글로벌본부 상무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최경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前)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최준우   유니드 상무

하재천   CJ제일제당 상무

허기무   OCI 파워 대표

홍성민   삼양사 H&B사업추진실 상무

황성웅   SC제일은행 상무

황창중   (前)NH투자증권 상무

황충연   (前)한겨레신문 씨네21 부사장

6기

기우진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김기홍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상무

김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현   삼덕여과산업 부사장

김성훈   유한킴벌리 부사장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순   (前)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의승  서울특별시청 경제정책실장

김정윤  대성창업투자 부장

김창한  (前)삼성전자 DS부문 상생협력센터 

 전무/센터장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김홍일  HDC자산운용 대표

노춘식  코오롱글로텍 전무

문경섭  에스원 상무/개발지원센터장

민병관  가락고등학교 교장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전무

박영국  경희대학교 교수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박현섭  SK이노베이션 

 Value Creation Center ESG Value PL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명호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변창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총장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송정우  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송진호  (前)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신진학  CJ대한통운 상무

신현종  강동구청 건설교통국장

안규동  글로벌 전략지원 대표이사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윤희선  풀무원 푸드머스 대표

이동현  (前)경향신문 사장

이성재  금천구청 행정문화국장

이원목  서울특별시청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윤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창용  CJ제일제당 상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훈  한양대학교 경영부총장

정순학  데이타시스템 전무

정언택  영등포구청 기획재정국장

정운석  (前)블랙야크 사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용진  우리은행 용산영업본부 본부장

최일규  현대제철 안전보건환경센터 상무

최홍연  동대문구청 부구청장

한영수 한국YWCA 복지사업단 이사장

한   준  하나투어 상무

황대식  롯데케미칼 상무

7기

강남철   CJ제일제당 상무

강정범   GS칼텍스 상무/대외업무부문장

강창희   코오롱글로벌 상무

강호균 한화토탈 상무

권충원   헤럴드 고문

김길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

김도영   CSR포럼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김용신   CBS 아나운서부장

김은표   한국필립모리스 이사

김정한   CJ대한통운 상무

김지영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부사장

김철수   코오롱머티리얼 대표

김효익   그린힐 골프클럽 대표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장

남정민   풀무원식품 상무

노시원   (前)현대캐피탈 상무

문남수   에스원 상무

문영은   KB국민은행 상무

박노혁   SK하이닉스 수석팀장

박정후   코리아세븐 상품1부문장/상무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

송대환   BNK투자증권 부사장

송명식   한솔교육 사장

송웅엽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송재범   서울 신서고등학교 교장

신인식   농협은행 부행장

신장섭   BBQ 상무

신종우  서울특별시청 경제일자리기획관

신현종   송산학원 이사장

양상우   현대건설 상무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

오승록   노원구청 구청장

이윤영   (前)네덜란드 대사/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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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진호   경동나비엔 상무

이충식   플랫폼C 이사

이형재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

정만중   특허법인 (유한) 해담 변리사

정수용   서울특별시청 기후환경본부장

조무영   수원시청 제2부시장

최성욱   우리은행 중견기업전략본부장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황환조   BGF리테일 상무

8기

강주연 아우트로 대표

김경훈 CJ대한통운 상무/물류기술연구소장

김경희 한국가스공사 ICT추진처장

김기만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대중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실 

 실장

김명직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

김석구 BNK투자증권 감사

김용상 서울산업진흥원 본부장 

김재겸 롯데홈쇼핑 상무

김종대 KB국민은행 본부장

김종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장

김주한 한국필립모리스 상무

김   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김형준 한화건설 상무/커뮤니케이션담당임원

나영균 NH투자증권 상무

류상천 CJ대한통운 상무

문영민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산업조사본부장

박재신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박재원 서초구청 밝은미래국장

박정우 현대캐피탈 상무/법무실 실장

박종현 SK하이닉스 수석

박혜자 구의초등학교 교장

방민수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변관열 하림지주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상무

송경재 세중샤론 전무이사

송오섭 금천구청 복지가족국장

신달순 용평리조트 사장

오경근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

윤준호 CJ제일제당 상무/엔지니어링담당

이경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본부장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용성 지에이코리아 사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학영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임기백 매일유업 포장연구센터장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정진우 서울특별시청 복지기획관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

최   진 현대모비스 상무

한상욱 삼성물산 전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9기

강병규 올가홀푸드 대표

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경일 한화 상무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이사 사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

김상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선희 제너시스 상무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진여 NH투자증권 상무

김태구 KB국민은행 전무

김혜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남기중 SK디스커버리 경영지원실장

류영학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전략실장

서경무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장

신봉철 유한킴벌리 전무

신재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위원

안민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양재석 BGF리테일 상무

양철호 삼양사 상무

오현미 강동구청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유재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이사 사장

이상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장

이상희 삼성생명 상무

이수진 코오롱 상무

이윤학 BNK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항진 여주시장

임   석 피에스테크 회장

임승재 현대엔지니어링 전무

임창선 인터어뮤즈 대표이사

장갑봉 삼성물산 수석

장세광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전연보 한화솔루션/전략부문 상무

정대필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장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

지형근 삼성물산 전무

진미경 신한카드 상무

차미연 MBC 아나운서1부장

채병훈 CJ제일제당 상무

채종칠 현대로템 상무

천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최   찬 저먼코리아 대표이사

하승완 SK하이닉스 수석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허   진 한국필립모리스 본부장

허진성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

황종연 NH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장

총464명 수료



환경재단은?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

재단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과 손잡고 기후·환

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환경

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를 지원하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중고교생, 청년

과 오피니언 리더, CEO 등 각계각층의 그린리더를 

배출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리

더십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랜드를 전

달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