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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한국사회투자는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 임팩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MISSON미션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VISION비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 임팩트 비즈니스 파트너

BUSINESS PHILOSOPHY사업 철학

비즈니스 스케일업(Scale-up)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임팩트 확장이
가능한 성장 잠재성과 지속가능성 보유
성장기 기업을 위한 투자와 전문 경영
지원 제공

전문성(Expertise)과
상호존중(Mutual respect)

파트너로 상호 전문성과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믿음

전문성(Expertise)과
연계(Connection)

국내 유일 독립 민간 비영리 임팩트투자사
/ 액셀러레이터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에 기반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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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한국사회투자

2022년 09월 말 기준

글로벌 사업

홍보마케팅 서비스투자

액셀러레이팅 IMP 서비스

경영컨설팅 CSR/ESG

한국사회투자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비영리 액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2020년 6월)

중기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록 컨설팅 기관

Impact Management Project(IMP) 툴 활용 사회적가치 관리

AC, VC, TIPS 운영사, 공공 기관(핀테크지원센터 등) 투자 협력

스타트업 전문 홍보마케팅 서비스 ‘다홍’ 운영

5

억 원+ 436개+ 438개+ 29 개+ 6 개+

(융자, 투자, 그란트) (금융) (비금융)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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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임팩트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
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모든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등을
제공합니다. 

걸어온 길

토대

성장

FOUNDATION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비영리 액셀러레이터의 출발

GTOWTH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설립(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2013.02~2016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550억원 기금위탁운용

2014~2016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리포트 발간(서울특별시) 

2015.12 사회적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2016.04~2017.12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서울특별시) 

2016.05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임팩트 금융 아카데미 주최

2016.12 사회투자기금 성과분석 및 임팩트 리포트 발간

2017

2018

투자,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을 통한 비즈니스 조직의 성장 지원
2016.04~2017.12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서울특별시)

2017.05~2018.12 적정산업기술협력 캄보디아 취약 빈곤층을 위한 고품질 저가 SHS 개발사업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년도 사업

2017.06 조선일보 더나은미래-한사투 업무협약(조선일보 더나은미래)

2017.07~12 생태관광전문 사회적기업 ㈜제주생태관광 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전략 수립 경영컨설팅(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07~2025.07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융자사업 기금운용(서울시)

2017.11 IIX-Korea Social Investment Foundation 한-싱가폴 임팩트투자 협력 업무협약(IIX)

2017.11~2018.06 한전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임팩트투자 사업(한국전력공사)

2017.11~2021.04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7.05~2018.12 적정산업기술협력 캄보디아 취약 빈곤층을 위한 고품질 저가 SHS 개발사업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년도 사업

2017.11~2021.04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8.01~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IT·디지털 교육 솔루션 지원 사업 ‘푸른 바다 큰 고래 육성 사업’(교보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8.05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 가입

2018.05 한-인도네시아 창업생태계 구축 업무협약(Instellar)

2018.06 베트남 유기농 사업협력 업무협약(달랏시, 달랏대, 흙살림)

2018.06~2021.05 미래인재육성 및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년도 사업

2018.06~2026.12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소셜하우징) 융자사업 기금운용(서울시)

2018.07~11 지역사회 기반 따복 사회적경제 창업학교 멘토기관 참여(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8.07~11 IT주변기기 제조 사회적기업 ㈜리움 인도네시아 글로벌 유통채널 진출 및 판로개척 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07~11 유기농 전문 사회적기업 흙살림푸드㈜ 유기농 사업 베트남 사업진출 및 판로개척 전략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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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8.08 한-인도네시아 창업생태계 구축 업무협약(Fab Lab Bandung)

2018.09~11 제주 세탁전문 사회적기업 ㈜정성기업 재무전략 수립 및 사업혁신 경영컨설팅(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09~2019.06 한전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임팩트투자 사업(한국전력공사)

2018.12~2022.04 JDC 제2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7.11~2021.04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8.06~2021.05 미래인재육성 및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년도 사업

2018.12~2022.04 JDC 제2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9.01~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IT·디지털 교육 솔루션 지원 사업 ‘푸른 바다 큰 고래 육성 사업 2기’(교보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9.03~2021.12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사회문제해결 혁신창업 지원강화 사업’ 수행(KOICA) 다년도 사업

2019.04~12 Impact + 지식 및 생산성 분야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사업(한국생산성본부)

2019.04~2020.01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회혁신 솔루션 투자 육성 프로그램 ‘Inclusion Plus Solution Lab’ 운영(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2019.05 Saigon Innovation Hub(SiHub) 업무협약(SiHub)

2019.05~07 롯데면세점 청년기업&지역 상생 프로젝트 in 부산(롯데면세점-한국생산성본부)

2019.07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사업협력 업무협약(법무법인더함)

2019.08~12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 ‘소셜 임팩트 팩토리 II’ 기금운용(서민금융진흥원)

2019.08~2020.03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금융지원 기금운용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 수행(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09~2020.09 한전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임팩트투자 사업(한국전력공사)

2019.12 한사투-르호봇 임팩트개인투자조합 결성

2017.11~2021.04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8.06~2021.05 미래인재육성 및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년도 사업

2018.12~2022.04 JDC 제2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9.03~2021.12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사회문제해결 혁신창업 지원강화 사업’ 수행(KOICA) 다년도 사업

2020.01~2023.04 JDC 제3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20.03~12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회혁신 솔루션 투자 육성 프로그램 ‘Inclusion Plus Solution Lab 2.0’ 운영(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2020.04~2026.04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기금운용(서울특별시)

2020.05~2026.05 사회적경제 임팩트금융 지원사업 기금운용(서민금융진흥원)

2020.06.24 액셀러레이터 등록(중소벤처기업부)

2020.07~2021.02 한국전력과 한국사회투자와 함께하는 서울청년 지방창업 넥스트로컬(한국전력공사)

2020.9 홍보마케팅 서비스 ‘다홍’ 론칭

2020.09 한사투 청년 임팩트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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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길

도약

LEAP

2021 2017.11~2021.04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8.06~2021.05 미래인재육성 및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년도 사업

2018.12~2022.04 JDC 제2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19.03~2021.12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사회문제해결 혁신창업 지원강화 사업’ 수행(KOICA) 다년도 사업

2020.01~2023.04 JDC 제3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수행(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년도 사업

2021.01 한사투 그린 임팩트 개인투자조합 3호 결성

2021.01~2021.12 경력단절여성 리턴십(Return-ship) 지원사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2021.02.03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와 투자 연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한국핀테크협회)

2021.02~2027.02 사회적경제 임팩트금융 지원사업 기금운용(서민금융진흥원)

2021.03.03 사회혁신조직 육성, 지원 및 사회공헌 문화확산 업무협약(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03~12 건이강이 스케일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4~2022.04 Joint Korea-Africa Disrup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DATs) Study(World Bank, Intellecap)

2021.04~2027.04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기금운용(서울특별시)

2021.05.11 도시문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업무 협약(서울창업허브성수)

2021.05.07.~10.01 고경력퇴직자 연계형 지역일자리 고도화 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전략 수립 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상우리)

2021.05~12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회혁신 솔루션 투자 육성 프로그램 'Inclusion Plus Solution Lab 3.0' 운영(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2021.05 ~ 2022.03 한국전력과 한국사회투자와 함께하는 서울청년 지방창업 넥스트로컬 3기

2021.6~2021.11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06~2022.02 JDC 제주 농식품분야 사업확대 특화 액셀러레이팅 AgriFuture(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1.06~2022.09 CTS Seed 0 초기기업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KOICA)

2021.07~10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컨설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08.13 인도네시아 액셀러레이터 협력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Innovation Factory)

2021.09.14 한국 및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협력국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KUMPUL)

2021.10~2022.12 IBK창공(創工) 마포센터 액셀러레이팅 수행(중소기업은행)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 임팩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도약



액셀러레이팅투자 1팀

액셀러레이팅투자 2팀

액셀러레이팅투자 3팀

액셀러레이팅투자 4팀

9

조직도

대표 이종익, 이순열(이사장 : 최병주)│연혁 2012년 12월 6일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엑샐러레이터

대표이사장

고문단 자문단

감사 투자/여신심의위원회 준법감시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투자

본부

ESG기업파트너십
본부

경영관리본부

ESG기업파트너십팀

경영관리팀

홍보팀

제주지부전라지부경상지부서울지부

복합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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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투자 C레벨

투자, 컨설팅, 글로벌 사업, 경영 및 홍보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구성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 열

• 現 한국사회투자 글로벌/액셀러레이팅/기업사회공헌 사업 총괄
• 現 창업디딤터 액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1급 컨설턴트
• 前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팀장
• 前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나눔인터내셔날 근무
• 前 글로벌비전, 국제노동기구(ILO) 등 근무

CEO / CSIO(최고소셜임팩트책임자)

이 혜 미

• 現 사업 홍보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총괄
• 現 스타트업PR 서비스 ‘다홍’ 운영 (스타트업 브랜딩/홍보 컨설팅

및 교육 담당) 
• 現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창업디딤터 등 심사/자문위원
• 現 CSR/ESG 서적 <CSR, 2030을 만나다> 저자
• 前 언론사 기자(브릿지경제신문, CEO스코어데일리 등) 

CCO(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 이사

이 종 익

• 現 사업 전반 및 펀드 조성/벤처투자 등 투자 사업 총괄, 대표펀드매
니저

• 現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특급 경영컨설턴트
• 現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KOTRA 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 이화

여대ESG위원회 위원, 화성시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現 서울/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협회, 서울창업허브 위촉

심사위원
• 現 국민체육공단ESG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업자원부, 환경부 위촉 자문위원
• 前 딜로이트 안진/하나/안건회계법인 파트너, 컨설턴트

(2000~2016), 유니레버, P&G 등 다국적기업 근무(1990-2000)

CEO / CIO(최고투자책임자)



사업 영역

투자

액셀러레이팅

경영컨설팅

글로벌사업

CSR·ESG 기업 파트너십

IMP 서비스

홍보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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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투자의 투자

한국사회투자는 기업, 공공, 개인 임팩트
투자자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조성
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소셜 임팩트 기업해 복합금융지원(투·
융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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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한국사회투자는UN SDGs를 기반으로 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를 발굴
하여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인 한국사회
투자의 장점은 사업모델 및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투자를 통해 사회혁신조직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사회투자는 공공/민간(기업·개인)참여형
펀드 확대를 통해 임팩트투자 생태계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구조 및 투자 대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한국사회투자는 회수된 투자금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하여 소셜 임팩트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적 금융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복합금융지원

투자 융자

지분투자(Equity)
메자닌(CB)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CSR·CSV

기금 및 고유계정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장기 저금리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기업 CSR·CSV
기금 및 고유재원

(매칭)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회수(EXIT)재투자

펀드 조성 및
투자

모니터링(소셜 임팩트, 사업성과 등)후속투자연계

추가자금조달 지원(융자 및 보증)

전문분야 멘토링, 경영 & IR 컨설팅, 홍보 지원

협력기관 자원연계(투자유치, 공간지원, 보증추천, 해외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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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개인·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한
재원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임팩트기업들을 대상
으로기업의상황에맞는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트폴리오

㈜276홀딩스

케이알지그룹(무방)

런인베스트

㈜루디벨

브이에스커뮤니티

블루레오

빌라노㈜

㈜센트비

㈜에스씨엠솔루션

주식회사 메디앤비테크

크레파스플러스㈜

크레파스솔루션㈜

탱커펀드

트릴리온스랩

펫이지

펫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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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민간 비영리
액셀러레이터,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민간 비영리 액셀러레이터로서 100% 자기
설계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전문 경영진단과 기업의
니즈를 바탕으로 사회혁신조직의 체계적인
스케일업을 실현해 효과적 사회적 미션 달
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인 방법론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활용해 지원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가치를 정의·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 액셀러레이팅 경쟁력

· 1:1 세부 경영진단

· 자기설계형 액셀러레이팅(진단 결과 및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멘토링, 컨설팅, IR, 투자유치
계획수립)

· 국내 최도 전문멘토링 풀(pool)보유(법률/특허/마케팅/IT/디지털/글로벌 등)

· 로컬 비즈니스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 액셀러레이팅

·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통한 사회적가치 산출 및 관리

액셀러레이팅 프로세스

전문 경영진단 및 KPI 수립 자기설계 맞춤형 멘토링 IR컨설팅 데모데이/후속투자

· 기업 미션, 비전

· 경영전략

· 인적자원 및 인력관리 역략

· 비즈니스 모델 및 상품

· 서비스 자원

· 재무자금 역량

· 영업마케팅 전략

· 경영진단 결과 바탕으로 지원 기업과
함께 전문 멘토링 설계

· 전문 경영진단 및 기업의 수요에 따라

테크, 법률, 보안, 판로개척 등 1:1 맞춤형
으로 진행

· 지원기업 재무전략과 투자 컨설팅을
통해 투자 및 자금조달 전략 수립

· IR Deck 작성 및 피칭/코칭, 전문 교육

진행

데모데이
테이블 미팅으로 벤처캐피털(VC) 실제
투자 논의 및 후속 투자 효과 극대화

투자

보육기업 재무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을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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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통한
사회적가치 산출 및 관리

사회적가치 멘토링을 통해 기업기 자사의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IMP 진단*
을 제공합니다.

주요 포트폴리오

IMP 진단
2016년발족된임팩트관리분야Advanced글로벌방법론으로서 소셜임팩트를측정하고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팩트투자자들의 양대 네트워크인 GIIN과 Toniic을
비롯해, IFC, OEDC, UNDP 같은 국제기구 등의 조직이 IMP 프레임워크에 참여했습니다.

· IBK창공(創工) 마포센터 액셀러레이팅 / 중소기업은행

· JDC 제주 농식품분야 사업확대 특화 액셀러레이팅 AgriFuture/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JDC), N15파트너스

· 건이강이 스케일업(Scale-Up)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 GS SHOP 소셜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 / GS SHOP, 언더독스

· 한국전력공사 Next Local 청년 지방창업 지원사업 / 한국전력공사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금융지원 기금운용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Impact Plus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 한국생산성본부

· 인클루전 플러스 솔루션 랩(Incusion Plus Solution Lab)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 푸른 바다 큰 고래 육성사업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 JDC 제1~3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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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비즈니스
스케일업을 위한
전문 경영컨설팅

한국사회투자는 정부 및 지자체 등록 우수
경영컨설팅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록
경영컨설턴트가 전문 경영진단 툴을 활용해
기업을 진단하고 컨설팅합니다. 경영 컨설
팅을 통해 비즈니스 기반과 전략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임팩트
창출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방법론

홍보마케팅/영업경영진단 & 환경분석

시장/고객/경쟁자 분석
내부환경 분석

판매 전략, 고객 발굴,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전략,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중·장기 사업 전략
비즈니스 모델별 상품설계

재무목표, 현금흐름 등
사업계획 수립

원가/손익 경제성 검토

상품 원가, BEP 분석
가격전략 수립

주요 포트폴리오

· 제주 생태관광 전문 J 사회적기업 사업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개선

·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및 소셜벤처 임팩트투자 프로젝트 경영컨설팅

· 세탁 전문 J 사회적기업 재무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예술창작 유통 전문 I 사회적기업 사업혁신 전략 및 사업모델 고도화

· 전통식품 제조 전문 S 사회적기업 B2C 사업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

· 로컬푸드 전문 A 사회적기업 대형매장 B2C 확대에 따른 사업전략 및 재무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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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

비즈니스 조직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 비즈니스 조직의 글로벌 판로개척 및
사업진출을 위해 진출국 현지조사와 포지
셔닝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현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와 현지 투자 및 엑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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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업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젝트 :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글로벌 역략강화가 필요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하고 글로벌
시장조사, 네트워크 투자 연계 등을 지원
합니다.

한국사회투자 글로벌사업 경쟁력

·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 중심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보유 소셜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진출팀 사업아이템 시장조사 및 포지셔닝 전략 수립

· 투자, 글로벌IR, 사업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 KOTRA, 한국무역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업허브 등 공공기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서비스 연계

주요 포트폴리오

· KOICA CTS Seed 0 초기기업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 한국국제협력단

· 인도네시아 사회문제해결 혁신창업 지원강화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

· 국내 업사이클링 전문 R 사회적기업 인도네시아 판로개척 컨설팅

· 국내 유기농 전문 H 사회적기업 베트남 판로개척 전략 컨설팅

· 국내 태양광에너지 전문 E 사회적기업 적정산업기술 캄보디아 시장 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 미생물 배양기 전문 E 소셜벤처 베트남 사업진출 전략 컨설팅

· 국내 태양광 발전기 전문 F 소셜벤처 미얀마 판로개척 전략 컨설팅

글로벌 진출 방법론

진출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전략/모델 수립 자금조달 전략 수립

경제성/타당성 검토 현지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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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ESG
기업 파트너십

임팩트금융과
ESG 등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
CSR·ESG
글로벌 역량 강화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이 각 사의 사회공헌
비전에 맞는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의 전략을 수립하고 함께 수행
합니다. 기업 사회공헌의 전략적인 파트너
이자 실행자로서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행 결과에 대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합니다. 특히 임팩트금융과 ESG 등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CSR·CSV 사업을
컨설팅 및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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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ESG 기업 파트너십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나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
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비즈니스 조직 투자 프로젝트 : 목적에 맞는
투·융자 방식을 제안합니다. 임팩트 관점의
기업 가치 평가와 RM(Relationship mana
gement)을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돕습
니다.

기초 컨설팅 보고 후속관리

CSR·CSV 전략 제안 임팩트 측정

파트너십 대외홍보 지원사업 실행

CSR·ESG 기업 파트너십 전략 수립 프로세스

주요 포트폴리오

· 미래인재 육성 및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 하나금융그룹

· 경력단절여성 리턴십 지원 프로그램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 한국생산성본부 롯데면세점 청년기업 & 지역상생 프로젝트 / 롯데면세점, 한국생산성본부

· Impact Plus 소셜벤처 지원 프로그램 / 한국생산성본부

· 한전 에너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임팩트투자 사업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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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 서비스

사회적가치
측정관리 프레임워크
IMP 서비스

UN, G7, OECD 등 세계적인 정부 간 기구
및 GIIN, Toniic 등 글로벌 임팩트투자 조직이
활용하는 소셜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
크로서 임팩트 측정 및 보고할 때 서술해야
할 요소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IMP는 5가지 차원(Dimensions)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1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가지의 카테고리를 모두 기입 후 조직이 창출하는 소셜임팩트를 정의(Impact Classification)합니다.

차원(Dimenstions) Category 주요 내용

What

Outcome level in period
Outcome threshold
SDG target
Importance of the <outcome> to<stakeholder>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Outcome)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Who

Stakeholder type
Geographical Boundary
Baseline level of outcome
Stakeholder characteristics 

성과를 경험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How Much
Scale
Depth
Duration 

해당 조직의 성과가 얼마나 창출되는가?

Contribution
Depth Counterfactual
Duration Counterfactual 해당 조직의 활동 없이 발생했을 변화는 무엇인가?

Risk
Type of risk
Level of risk 해당 조직의 임팩트 창출을 방해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Impact
Clossification

May cause harm
Does cause harm
Act to avoid harm
Benefit stakeholders
Contribute to solutions

유형 중 선택

IMP 주요 특징 1

1 소셜 임팩트를 관리하는 ‘공용언어’

이해관계자(조직, 투자자 등)들이 공통된 언어로
임팩트를 커뮤니케이션 함

2 대상자에 대한 강조

소셜 임팩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 파악
이를 바탕으로 성과(Outcome)를 효과적으로 관리

3 포트폴리오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는 개별 조직의 임팩트 관리뿐
아니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이 창출하는
소셜 임팩트에 대한 이애도가 향상됨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참고1



홍보마케팅
서비스

소셜벤처,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홍보마케팅 서비스
‘다홍’

한국사회투자가 가진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조직의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전문적인 서비스와 합리적인 비용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홍의 경쟁력

서비스 대상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요 서비스 : 홍보마케팅 컨설팅 및 실무
교육, 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주요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조직 투자 프로젝트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종합 서비스 가능
홍보마케팅 진단부터 컨설팅 및 실무교육, 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체계적인 종합 서비스 이용 가능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량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셜 임팩트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서 사회혁신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가능

언론홍보 강점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이 취약할 수 있는 언론 홍보를 A부터 Z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로 이용 가능

소셜벤처 도도한콜라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서비스

‘언론 홍보 실무교육 컨설팅’
서비스 경험

#언론 홍보 실무교육

“새로운 정책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첫 언론 홍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홍을 통해 보도
자료 기획부터 작성, 배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기자들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언론 홍보 전략에 대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다홍 덕분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뤄 주셨는데요. 신뢰도가 높아지니 관련 기관에서 문의도
오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원 규 희 대표

소셜벤처 스포츠콕 기업의 색깔과 가치를 잘 풀어내는 서비스

‘콘텐츠 제작’서비스 경험

#콘텐츠마케팅
#카드뉴스 #블로그 포스팅

“우리 회사만의 미션과 비전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콘텐츠 홍보를 원했습니다. 일반 대
행사의 경우 사회혁신조직만의 가치나 소셜임팩트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꼈는데 다홍의
경우 우리가 가진 기업 색깔과 가치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로 잘 풀어내 주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올라갔고, 궁극적으로 수익 활동으로도 이어졌어요.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소셜미션을 제대로 보여주는 홍보가 강점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 정 아 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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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투자,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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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임팩트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모든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 경영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앞으로도 혁신 비즈니스 조직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지부

IBK창공

경상지부

전라지부

제주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6(동교동) 달리빌딩 4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4 IBK기업은행 3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608호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화탑길 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25, 3층

www.social-investment.kr
www.facebook.com/koreasifund
www.instagram.com/koreasifund
blog.naver.com/socialinvestmentfund

http://www.social-investment.kr
http://www.facebook.com/koreasifund
http://www.instagram.com/koreasifund
http://blog.naver.com/socialinvestmentfund


한국사회투자

KOREA
SOCIAL  IN VESTMEN T
FOUN 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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